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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

요약

□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배경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2004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강조, 취약계층 대상 문화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함

○ 2010년 이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연구, 정책의제, 그리고 정책사업으로 다시 등장함

- 201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단위사업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범주가 생성됨

- 2011년 이후 다음과 같은 사업 진행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2011)

 ․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2011)

 ․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2012)

○ 현재까지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가는 거의 진행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단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기준이, 특히 사업의 목표(계획)

와 운영(추진)체계에 대한 분석기준이 필요함

- 분석기준의 설정, 그리고 실제 분석(연구)을 토대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방향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확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현재까지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석은 물론 분석기준을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

에,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들을 분석

하는 것 자체가 연구목적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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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기준 마련(Ⅱ장)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유관사업과 비교(Ⅲ장)

○ 분석기준에 따라서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2013년 사회 문화예술

교육의 세부사업 분석(Ⅳ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설정(Ⅴ장)

○ 연구내용과 범위는 <표 1>과 같음

내용 범위 연구범위 제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석기준 설정

○ 분석 대상사업: 세부사업

 - 대상사업 Ⅰ: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군(群) 내 세부사업 2개

 - 대상사업 Ⅱ: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

성화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

원사업

○ 분석기준 설정: 일반적 성과평가 모델보다 간

략하게 설정

○ 상세한 성과평가 지표설

정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의미

○ 2005년 이후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전개과정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일반적 의미

○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석

○ 분석대상 사업의 운영자/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 분석: 대상사업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세부사업별 비교

○ 분석기준에 따른 평가점

수 또는 등급 부여

발전방향 제시

○ 사업별 분석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 문

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 제시

○ 개선사항을 시급성, 중요도, 추진주체별로 기술

○ 구체적인 신규사업, 중장

기 사업 제안

<표 1> 연구내용과 범위

□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절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설정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사업”, 곧 ‘문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음

- 시민은 한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 개인, 공공의 개인을 의미함

- ‘문화시민’은 ‘주체적인 공공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타자와 

공감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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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 설정

- 첫째, 개인이 자기의 삶에 있어 자율적이고 주도적 주체가 되게 함 [자율성/주체성]

- 둘째, 개인이 주체적인 자아이지만 타자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

인의 관심영역을 공공적 주제로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공공

성/공동체성]

- 셋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위의 가치들을 문화예술에 기반하여 실현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일상(日常)을 문화예술과 연결지을 수 있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일상을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임 [문화적 감수성] 

○ 문화예술교육, 시민성, 문화감수성의 관계 규명은 <표 2>와 같음

문화시민 = 시민성(X) + 문화 감수성(Y) + 교육(α)
교육(α)

주체성(x1) 공공성(x2)

시민성

(X)

익숙한 것과 비판적 거리 두기 사사로운 개인→공적(公的) 존재
↔

민주시민

교육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낯선 것에 대한 공감의 상상력

문화 

감수성

(Y)

일상의 문화적 표현

일상을 낯설게 하기

공유하는 문화적 감성

타자(낯선 것)와 공감
↔

문화예술

교육

<표 2> 문화예술교육, 시민성, 문화감수성의 관계

○ 사업 분석기준 마련

-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기준 

설정

- 분석기준은 대체로 일반적인 성과평가 지표의 모델(계획-집행-성과-환류) 원용

- 분석기준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그것의 효과임

- 분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민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함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 둘째, 일반 문화예술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자가 ‘시민’교육의 전문성, 다른 시민교육과 

다르게 교육자가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있어야 함 [교육주체의 전문성]

 ․ 셋째, 특정한 교육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교육대상의 포괄성]

 ․ 넷째, 예술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주변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예

술적으로 표현하는 교육내용이 설정되어야 함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공동체성]

 ․ 다섯째,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상호 간의 협력

이 필요함 [교육방법의 소통/협력, 공동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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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째, 유관기관 특히 지역기관 협력, 지역 내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함 [소통과 협력의 추진체계] 

 ․ 덧붙여 추진 및 지원체계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 제고, 교육단체의 전문성 제고, 

교육대상자의 포괄성 확보,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보, 소통과 협력의 교육방법 

확보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함 [추진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 

 ․ 부가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분석 대상사업 설정

- 분석 대상사업은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류체계 가운데 세부사업임

- 분석 대상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함

 ․ 첫 번째 분석 대상사업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 속한 ① 사회적기업과 함

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②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분석대상 Ⅰ)

 ․ 두 번째 분석 대상사업은 ①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②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분석대상 Ⅱ)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석

- 분석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비교 분석

- 분석 대상사업의 운영자와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분석 대상사업의 사례(현장)조사 실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세부사업(분석대상 사업 Ⅰ)과 유관사업(분석대상 사

업 Ⅱ)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분석기준에 준하여 분석대상 사업Ⅰ과 Ⅱ의 비교 실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 분석기준별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과 개선사항 제시

- 개선사항을 시급성, 중요성, 추진주체별로 제시하여 정책현장에서 연구결과의 활용도

를 제고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신규사업 제안, 중장기 사업의 제안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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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2005년 이후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진행현황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리

-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검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분석기준 설정·검토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분석대상 세부사업의 기획․운영자(교육주체)와 교육참여자(교육대상, 피교

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문항은 사업 분석기준에 준하여 작성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계식 응답방식으로 조사 진행

- 설문조사 참여자 수는 <표 3>과 같음

사업군(群) 세부사업

대상단체(개)  응답자(명)

대상 

단체

응답

단체

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확대 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6 6 21 26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6 6 36 107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5 13 29 17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 7 24 57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5 6 10 57

총 계 50 38 120 419

<표 3> 설문조사 대상단체 및 응답자 수

○ 사례(현장)조사

- 사례(현장)조사는 세부사업 내의 개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조사는 세부사업 내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례조사는 프로그램을 선

별하여 실시

- 프로그램 진행기관(단체)을 방문하여 관계자(운영자)와 참여자(피교육자)를 인터뷰하

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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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현장)조사 사례 수는 <표 4>와 같음

사업군(群) 세부사업
사례조사 수/

전체 프로그램 수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개/6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3개/6개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개/15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개/8개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개/15개

<표 4> 사례조사 대상 단위

◯ 전문가 자문회의

- 시민 문화예술교육 연구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자, 시민사회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시민성의 관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등의 의견 수렴

□ 연구결과 및 제언 

1) 현황분석

(1) 사업계획서 분석

○ 사업목표는 공통되게 주체적인 시민 양성, 지역사회 시민문화 육성을 언급하여 세부사

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포함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지향

- 현재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시민 양성을 

지향

- 문화시민의 구성요인을 주체적/지속적 참여, 지역사회 또는 생활권역 공동체 등으로 

인식

○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획집단이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방향을 공감하지만 구

체적인 추진방법을 찾지 못함

- 문화시민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접근하기보다 ‘새로운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발굴’로 접근

- 세부사업별 교육목표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는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을 유관사업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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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공통점 시민문화 ○ 시민사업군 참여자는 프로그램 방향의 차별성 인식 못함

<표 6> 설문조사 비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vs 유관사업

같음

구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공통점

사업목표
○ 시민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모두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향

 - 문화시민 양성을 지향하며 문화시민의 구성요인을 유사하게 인식

교육대상 ○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교육방법 ○ 강의, 체험, 실연, 워크숍 등 유사

사업지역 ○ 서울과 도시지역 중심으로 교육 진행

차이점

교육목표 ○ 사회적기업: 새로운 참여주체 발굴

○ 지역 특성화: 생활권 내 지역 주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향유기반 확대 꾀함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

시민 양성

교육주체 ○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포괄 ○ 문화예술 관련 단체 

교육내용 ○ 문화, 생활, 일상의 모든 것까지 확대 ○ 문화예술 장르 

교육방법 ○ 자율성 보장 ○ 30회 교육, 연간계약강사 의무화 

사업예산 ○ 비교적 예산 지원액 많음 ○ 비교적 예산 지원액 적음 

<표 5> 사업계획서 비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vs 유관사업

(2) 설문조사 분석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다른 사업은 공통점과 차별성이 동시에 나타남

○ 공통점: 교육 참여자 인식에서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가 유사함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의 만족도가 전북지역, 산업단지보다 

높음

- 프로그램의 성격보다는 참여자의 속성(지역, 연령)에 따라 교육참여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

○ 차이점: 운영자 인식에서 시민 문화공간은 사회적기업보다 지역 특성화(서울)와 유사함

- 운영자 설문조사에서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서울)의 만족도가 높고, 상대적으

로 사회적기업은 만족도가 낮음

-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수준

이 높기 때문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을 유관사업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표 6>과 

같음



viii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예술교육 

이해

 - 5개 사업 참여자 모두 현재 참여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높음

교육목표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

육의 목표를 ‘공동체성’으로 이해

교육내용 ○ 참여자는 교육 내용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

교육방법 ○ 참여자는 교육방법에 차이를 느끼지 못함

추진 및 

협력체계
○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운영자의 만족도 비슷함

프로그램 

지속성

○ 시민사업군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 타인 추천 의향은 큰 차이가 없음

 - 지역 특성화(전북)가 비교적 낮음

운영자 

인식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 인식은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 인식과 유사

참여자 

인식
○ 시민사업군 교육 참여자 인식은 지역 특성화(서울) 참여자 인식과 유사

차이점

시민문화

예술교육 

이해

○ 운영자: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르다고 인식

○ 운영자: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공통점이 더 많다고 

인식

교육주체 ○ 운영자: 전문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 ○ 운영자: 전문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

교육대상
○ 지역 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남성과 20-30대 비율이 높음

○ 지역 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함

○ 지역 특성화: 여성, 중년층 이상의 

비율이 높음 

교육방법

○ 사회적기업 운영자: 피교육자 참여/

협력에 가장 만족도 낮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 피교육자 참

여/협력에 가장 만족도 높음

○ 시민사업군 참여자: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지역 특성화(서울)와 비슷함)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 참여자: 

피교육자 참여/협력에 비교적 만족도

가 낮음

추진 및 

협력체계

○ 사회적기업 참여자의 지역자원 활용

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

프로그램 

지속성

○ 시민사업군 운영자: 예산지원과 관계

없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비

교적 높음

○ 유관사업: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사업

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비교적 낮음

프로그램 

예술적 

효과

○ 사회적기업 운영자/참여자: 예술 감

수성 증진과 일상 표현능력 증진을 

높게 평가하지 않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 일상의 표현

능력 증진을 높게 평가하지만 참여

자는 타 사업과 큰 차이 없음

○ 지역 특성화(서울)는 일상성과 예술

적 효과 점수가 높음

사회적 

효과

○ 사회적기업 운영자/참여자: 모임구성 

점수 낮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참여자: 모임 

구성 점수 높음

○ 시민사업군 참여자: 공동체 관심 증

가가 비교적 높음(지역 특성화(서울) 

제외)

○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참여자: 공

동체 관심 증대가 가장 높음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 공동체 

관심 증대가 비교적 낮음



요약 ｜ ix

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공통점

사업목표

○ 시민사업군과 유관사업 간 대부분 유사한 목표를 가짐

 -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등으로 수렴

 - 차이점은 주관단체 성격에 따라 발현됨  

○ 모든 교육참여자들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념에 대해 생소함 

 -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만족 

교육주체
○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스스로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

○ 교육참여자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그램 전문성을 높게 평가

교육내용
○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는 특정지역,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성이 많이 나타남 

<표 7> 사례조사 비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vs 유관사업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유관사업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같은 사업군(群)이지만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에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의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례조사 분석

○ 사업 제안서(계획서)를 검토했을 때는 다섯 가지 세부사업의 차별성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음

○ 사업별(프로그램별)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자는 개념과 방향성 설정을 위해 노력

- 교육운영 주체가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비(非)문화예술단체로 확산되어 교육대상과 

내용의 다원화가 가능해짐

- 남성, 직장인, 20-30대 등 기존 사회 문화예술교육 참여도가 높지 않은 집단을 문화

예술교육에 유입시킴

- 교육내용의 탈(脫)장르성, 문화교육의 접근, 일상과 문화예술의 접목, 피교육자의 참

여와 협력 증가

◯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30회 교육시간 해제 같은 탄력적 지원을 통해서 자율성을 충분

히 보장한 결과임

◯ 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인

지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공

급자 중심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임

○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7>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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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추진체계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의 부재로 문화자원 연계는 운영자 개인의 역

량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세부사업 진행 단체 간 교류 활성화되지 못함 

차이점

사업목표

○ 운영자 : 타 사업군과 다른 시민 문

화예술교육의 특성이 있다고 인식

 - 사회적기업: 타 사업군과 구별되는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조

 - 시민문화공간: 생활권 내 문화환경 

조성 강조 

○ 지역 특성화: 진행 중인 사업을 시

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하며 지

역 특성화 사업과 시민 문화예술교

육 사업 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함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

시민 양성

교육대상

○ 사회 문화예술교육 대상의 확대

 - 남성, 직장인, 청장년층의 높은 참여율 

 - 사업분류보다 사업지역 및 교육 시

간(저녁)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지역 특성화: 여성, 주부, 중년층이 

주로 참여

○ 산업단지: 남성 참여비율 높음(사업

지역 및 교육시간으로 인해) 

교육내용

○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일상과 접목한 

프로그램 다수 

○ 문화예술 통합교육 실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내에서는 사회적

기업보다 시민문화공간의 교육범주

가 넓게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일상성과 결합 시도 

있으나 특정장르 중심성이 강함

○ 산업단지: 음악(합창, 악기) 장르에 

편중됨 

교육방법

○ 타 사업군 비해 피교육자의 참여정

도 활발

○ 체험형 교육

○ 시민문화공간: 주민제안형 프로그램 

및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 활성화

○ 결과발표회 많지 않음

○ 교육참여자 간 협력과 소모임 구성 

활발함

○ 참여자의 의견 다양하게 수렴하지

만 강사-피교육자의 관계를 벗어나

기 어려움 

○ 결과발표회 진행

○ 산업단지: 소모임 구성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교모임 

성격이 강함  

○ 지역 특성화: 중년여성이 대부분이

므로 소모임 구성 활발하지 않은 편 

추진체계

○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예산

○ 교육횟수와 장르 제한하지 않아 교

육의 자율성 보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1 관계

로 외부 간섭도 높지 않음 

○ 지역 특성화: 향유기관이 적극적 

역할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교육목표, 교육주체, 교육대상, 추진체계에서 유관사업

과 구분되는 성과를 지님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인지하고 있음

-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다원화를 통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 상대적으로 풍부한 예산,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의 제약조건이 없어서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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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

향점에 대한 이해증진 

○공동체성과 문화 감수성

에 대한 이해 증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

용(문화시민 육성)이 아

니라 대상으로 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

심가치를 체감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가치를 교육과정과 교육내

용에서 일관되게 접목시키

려는 구체적인 노력

교육주체

○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교육) 단체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 전문성의 문제: 시민성

과 문화감수성을 동시

에 충족시키지 못함

○ 전문성 향상: 

- 운영자 교육강화, 다양한 주

체의 협력/공동교육

<표 8> 시민 문화예술교육 성과와 한계, 개선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다른 양상을 보임

- 시민 문화공간에서는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피교육자의 교

육과정 참여가 뚜렷하여 유관사업과 구분되는 성과를 낳음 

- 사회적기업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다른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성과는 교육주체의 다원화, 탄력적인 지원제도와 연관

이 많음

- 교육주체의 다원화가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전제조건이므로 새로운 교육주체의 

발굴이 필요함

- 탄력적인 지원제도는 지속하되 공공영역 사업의 일반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게 필요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성과의 상당부분이 서울/대도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서 비롯됨

-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는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 만족도가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경

우가 많음

-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문화공간,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서울)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본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공급자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된 결과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참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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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 한계 개선방향

전문성 확보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지역주민과의 일체성 

형성에서 전문성 확보

○ 교육주체의 다원화를 통

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현

○ 문화예술 ‘교육’의 전문

성이 높지 않음

 

○ 더욱 다양한 교육주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교육대상

○ 지역 내 특정계층이 아

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

으로 함

○ 교육대상자 마을(동네)

단위가 아니라 시/군/

구를 포괄하여 공동체

의 범위 확대

○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

로 이루어짐

○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하지 못함

○ 탈(脫)서울, 탈(脫)대도시 

시도해야 함

○ 기존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대상을 교육 내로 

유인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

예술교육 체계 개편을 통

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

로 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문화예술교육 장르의 다

원화

○ 일상 자체를 교육 프로

그램으로 운영

○ 복수(複數)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피교육자의 

선택 폭 확대

○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사회 밀착성을 높임(시

민 문화공간)

○ 지역관련 문화예술 활동

과 연계

: ‘또 하나의, 분리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

○ 일상이 문화예술과 구체

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교육내용과 지역성의 결

합 정도가 지역 특성화

사업보다 높지 않음(사

회적기업) 

○ 탈(脫)장르교육의 확대, 예

술장르 간 융합교육, 문화

예술-인문학 통합교육 실시

○ 일상을 문화예술로 표현하

는 능력 함양: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 현재보다 작은 단위의 지

역(마을, 읍/면/동) 현안과 

교육내용의 결합 

교육방법

○ 시민 문화공간은 피교육

자의 교육과정 참여, 피

교육자 간 협력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활발함

○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

을 제도화(시민 문화공간)

○ 운영자, 피교육자의 만

족도 높음(시민 문화공간)

○ 사회적기업은 피교육자

의 교육과정 참여, 피

교육자 간 협력이 활발

하지 않음

○ ‘기업’이 프로그램을 주

도하는 경향(사회적기업)

○ 피교육자가 교육과정 참

여보다는 주어진 교과과

정에 충실함(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거리감을 해소 

해야 함

- 피교육자의 교육주체 육성 

제도화, - 피교육자 제안 

프로그램 제도화

○ 교육 참여경험자와 신규 

참여자의 멘토링 시스템 

○ 지역 내 잠재적 참여자(비참

여자)를 포괄하는 개방 교육

추진체계

○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

계하려는 노력 활발함

○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 지역 내 문화자원의 활

용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

○ 간접지원으로 전환

-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사업

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이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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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풍부함

○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

에 자율적인 프로그램 

진행

○ 교육 총괄기관과의 일대

일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업무 

간소화

○ 교육 총괄기관에서 심층

적인 컨설팅 실시

○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의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더욱 많

은 자율성을 요구함

-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 아

니라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임

- 컨설팅 심화, 네트워크 구축 

○ 다원화된 교육주체의 공동

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

2) 제언

(1)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 추진전략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다른 문화예술교육과 차별성을 지님

- 교육과정과 내용의 차별성은 탄력적인 지원체계에서 비롯됨

-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지속하고,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11년이고, 관련 예산이 많지 않음

- 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차별성을 체감하지 못함

- 단기간 내에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성과와 한계)에 근거하여 추진전략을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가치를 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단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목표는 이상적으로 

세우되, 현실 가능한 것에서부터 진행해야 함

- 셋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양적 성장)와 내실화(질적 성숙)를 동시에 추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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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추진전략

(2)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현 시점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음

◯ 교육목표에 대한 재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브랜드화, 맞춤형 홍보)을 통해서 

교육주체의 외연 확대

- 잠재적 교육단체, 현재의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다원성 확보

-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 이외에 새로운 교육주체를 발굴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다원성 확보

- 교육단체 간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 교육대상의 포괄성

- 교육지역을 서울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편재성(偏在性) 극복

- 기존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계층을 교육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교

육의 외연 확대

◯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보

- 현재의 탈(脫)장르교육을 넘어서 인문학과 연계된 통합교육의 실현으로 시민성 발현

의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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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별 사업

중요도

※

추진 주체

구분 기본방향 개선사항 2014 2015 2016
교육

진흥원

지자체,

광역

센터

생활, 

참여

단체

시민 

문화예술

교육의 

이해도 제고

인지도 

제고

○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 및 홍보강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브랜드 네이밍

v v ◎ v

○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 및 홍보강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맞춤형 홍보, 우수사례 책자 발간

v v v ◎ v

운영자 

교육 강화

○ 잠재적 교육단체 기초교육 

 - 시민 문화예술교육 의미, 핵심가치
v v v ○ v v v

○ 교육 수행단체 심화교육

 - 시민성, 문화감수성 교육 워크숍
v v ○ v v

네트워크 

구축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주체,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v v ○ v v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주체,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v v v ○ v v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역사회 네트워크 
v v ◎ v v v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다양성 

확보

○ 새로운 주체 발굴의 제도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원단체 제한기준 폐지 
v v v ◎ v

○ 새로운 주체 발굴의 제도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단체성격별 최소 선정비율(쿼터제)도입
v v ○ v

전문성 

제고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단체 특성, 공간, 인력 등
v v v ◎ v v

○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공동교육단체 선정 쿼터제
v v ○ v v

<표 9>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사업시기, 중요도, 추진주제

- 지역 내 도립/시립예술단체 등 수준 높은 예술가집단과 협력하여 문화감수성 증진 효

과 제고

- 지역단위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성 확보

◯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 지원단체 선정에서 피교육자의 교육 주체 참여, 피교육자의 소모임 구성 시 가점(加
點) 부여

- 교육공간의 개방, 교육방법의 공개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확대

◯ 추진체계의 개선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의 변화로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 협력교육의 제도화

- 맞춤형 컨설팅, 교육공간의 디자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같은 간접지원 활성화

- 계량 자료의 산출, 과정평가 중심의 성과평가제도 도입

- 유관사업의 장점을 수용하고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 개선사항의 시급성, 중요도, 추진주체를 요약하면 <표 9>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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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별 사업

중요도

※

추진 주체

구분 기본방향 개선사항 2014 2015 2016
교육

진흥원

지자체,

광역

센터

생활, 

참여

단체

○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 

  (추진체계 부문 참조)
v v v ○ v v v

○ 사업수행 단체 간 멘토링 제도 마련 v v △ v v

교육 외연 

확대
○ 교육단체 선정의 서울 중심 탈피 v v v ○ v

교육대상

확대

대상자 

확대

○ 교육지역에 중소도시, 군(郡)지역 포함

 - 교육지역의 서울/대도시 중심 탈피
v v v ◎ v

○ 계층 간 통합교육 모델 개발 

 - 계층별 최적모델 자료축적 및 사업별 교류 제도화
v ○ v v

○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  

 - 직장인, 중년남성, 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v v v ○ v v

교육내용의 

문화감수성과 

공동체성 

확대

통합교육 

실현

○ 인문학 통합교육 실시 

 - 인문학 전공자 참여 장려
v v ○ v v

○ 미디어 교육 실시 

 - 미디어 제작 및 미디어 아트 교육 실시
v v △ v

일상의 

문화감수성 

확보

○ 예술가와 협력 교육 실시 

 - 예술가와 피교육자 만남 제도화

 - 최상급 예술인(단체)의 피교육자/교육단체 대상 컨설팅

 - 지역 내 전문 예술인(단체)과 협력

v v ◎ v v v

○ 일상과 연계된 교육 

 - 삶을 문화예술과 접목, 자기표현 강화
v v v ◎ v v

지역성 

확보 

○ 지역관련 교육 심화  

 - 구체적 마을단위 프로그램 개발
v v v ◎ v v v

○ 지역관련 교육 심화  

 - 마을 축제 참여 및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v v ○ v v v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협력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경계 완화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역할 바꾸기

 - 피교육자 제안형 프로그램 활성화

v v v ○ v v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경계 완화 

 - 피교육자를 교육주체로 육성
v v ◎ v v

교육 

참여자 

교류 

○ 교육 참여자 소모임 활성화 

 - 소모임 활동 필수화 

 -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 간 멘토링 시도

v v v △ v v

비참여자 

포괄
○ 교육공간 개방, 교육방법 공개, 문화자원봉사 연계 v v ○ v v v

추진체계 

개선
간접지원

○ 간접지원 활성화 

 -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v v v ◎ v v

○ 간접지원 활성화

 - 교육공간 디자인 제고
v v △ v

○ 간접지원 활성화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v ◎ v v

○ 간접지원 활성화

 -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지원(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v ○ v v v

○ 간접지원 활성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학교,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단체)

v v ◎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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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별 사업

중요도

※

추진 주체

구분 기본방향 개선사항 2014 2015 2016
교육

진흥원

지자체,

광역

센터

생활, 

참여

단체

인지도 

제고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브랜드 네이밍(교육목표, 인지도 부문 참조)
v v ◎ v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SNS 홍보, 서포터즈 활용(교육목표, 인지도 부문 참조)
v v v ◎ v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우수사례 책자 발간(교육목표, 인지도 부문 참조)
v v v ◎ v

공동교육/협

력교육 

제도화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

 - 지원대상 교육단체 자격제한 폐지(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v ◎ v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 

 - 지원단체 선정 시, 단체성격별 쿼터제

   (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 v

○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교육주체 부문 참조) 

 - 공동교육/협력교육 지원 쿼터제

 - 제안서 제출과 선정심사의 이원화

v v ○ v v

지원단체 

선정방법 

개선

○ 지원단체 선정기준 변화 및 선정방법 다원화

 - 사업계획서 양식변경을 통한 핵심가치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설정

v v v ◎ v

○ 지원단체 선정기준 변화 및 선정방법 다원화

 - 지원단체 추천제도 실시

 - 지원기간 선택제 도입

v v ○ v v v

성과평가 

강화

○ 성과평가 강화

 - 계량적 성과 측정 및 과정평가 병행
v v ◎ v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개편 

○ 유관사업과 협력 

 -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사업 장점 수용
v v ◎ v v v

○ 유관사업과 협력 

 -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가치 실현 
v ◎ v v v

※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 매우 중요, ○ 중요, △ 약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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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of the Study

○ Since the early 2000s, the significance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has been 

underlined. On the basis of the interest,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s 

launched a new project related to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in 2010.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oposal to expand and develope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 

□ Methodology & Contents of the Study

○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First, it examines preceding research on community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 related broadly to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Second, the study suggests analysis standards which are educational 

aim, agent of education, object of education, content of education, teaching 

method and management system. Third, the study compares the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 with other community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s. Lastly, it analyzes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ement.  

○ Three different research methodologies were used for the study; literature review, 

survey research and interview.  

○ Literature review: The study examined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 using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review. 

○ Survey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on 

education agents and participants; 120 of agents and 419 of participants. 

○ In-depth interview: Agents and  participants of 19 programs were in-depth 

interviewed; 6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s, 5 Arts & culture 

community promotion programs at industrial complexes, and 8 locally-specialized 

arts and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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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f the Study

○ Three core values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are to be found; 

citizen-subjectivity, communitarian citizenship and cultural sensitivity.  

○ Comparing with other programs,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 can be described as follows:

○ Differences in ‘business plans’ are hardly noticeable in both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program and others, while the ones in surveys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 are distinguished. 

○ As for the agents of education, the level they understand the goal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is relatively high, but the levels of the meaning and the core 

value are not high enough. 

○ Education agents vary considerably, and they maintain the least professional 

know-how for conducting civic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gram. 

○ The target of the object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 is all 

the residents of local community,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program to draw 

20’s-30’s and middle-aged men as well, but most of the programs are still 

conducted in Seoul or big city areas.

○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 takes everyday-ness as the subject 

of education to connect our daily lives to the agenda of culture and arts. 

Moreover, it runs large numbers of programs simultaneously to offer the learners 

more opportunities to choose. 

○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program makes endeavor to build up a 

network among local communities, which is not yet institutionalized. In addition, 

The agent of civic arts and culture education takes advantage of the autonomy in 

the budget and the management system.

□ Policy proposal

○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and to improve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core value of civic arts & culture education.

○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s should establish the network of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education agents. It is also necessary to foster new 

agents and to build up th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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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over the various learners,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should develop new kinds of object of education.

○ To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the requirements are as follows; the expansion 

of integrated education, the mitigation of boundary between the education agent 

and the learner, the activation of small groups.

○ To conduct education programs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maximize the us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o activate indirect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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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 3

I. 머리말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2004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04년 ｢창의한국｣에서 제시된 27대 추진과제 중 첫 번째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

화역량 강화’였으며, 그것의 비전은 ‘시민의 문화 향유력과 창의성 향상’임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거(典據)로 볼 수 있는 ｢창의한국｣의 핵심내용은 ‘시민의 문화 

참여’였고, ‘문화예술교육’ 중에서도 ‘(시민)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문화예술교육’ 

못지않게 중요하게 설정함

□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강조, 취약계층 대상 문화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함

○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예술교육에 집중함에 따라, 시민(성)과 관

련된 교육에까지 이르지 못함

○ 학생이 아닌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주된 대상은 취약계층, 교육

내용은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이었음

□ 문화예술교육 대상으로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로서의 ‘시민(성)’은 초기 문화

예술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않음

□ 2010년 이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연구, 정책의제, 그리고 정책사업으로 다시 등장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려는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시민 문화예술교육

을 중심으로｣
○ 정책의제로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 2010년 유네스코 서울 아젠다: ‘지역/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설정 

- 문화부의 정책대상 확대 비전 발표(2011):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

합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정책’에 따라 기존의 취약계층과 학생에서 전 국민으로 정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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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단위사업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범주가 생성됨

-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사업 시범운영’(2010)

-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2010)

-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2010)

○ 2011년 이후 다음과 같은 사업 진행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2011)

-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2011)

-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2012)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재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임

○ 첫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의 본래의 취지인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문화예술교

육, 취약계층 대상 교육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논

리의 연장선임

○ 두 번째는 문화예술정책 가운데 적어도 예산상으로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문화예

술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책(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임

□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대상’의 확대란 측면에서 

접근했음

○ 산업단지 내 직장인, 사회적기업과의 연관된 사람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임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문화역량 강화)와 기대효과(시민성의 고양)에 근거한 접근이 아니

라 새로운 교육대상을 ‘시민’으로 설정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이 대상과 목표․효과를 모두 의미하지만, 이제는 목표와 

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학생과 취약계층들의 문화예술 욕구 발현을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사

회적 효과가 필요한 시점임

○ 사회적 효과가 ‘시민성’이라면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대상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교육

에 따른 시민성 증대에 집중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들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체계

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가는 ｢2012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가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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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단위사업 8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민 문화예

술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단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기준이, 특히 사업의 목표(계획)―

운영(추진체계)에 대한 분석기준이 필요함

□ 분석기준의 설정, 그리고 실제 분석(연구)을 토대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방향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확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기간과 범위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제시하는 것은 후속 연구의 몫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확산 방향을 제시하고자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

로 실제 사업들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연구목적이기도 함

- 현재까지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분석은 물론, 분석기준을 설정한 적이 없음

3. 기대효과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質的)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시민 대상 정책 사업의 타당성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도움이 되고,

○ 주관 단체와 기획자들의 사업 추진방향 및 진행을 원활히 하며,

○ 향유자의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가능하게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장

○ 분석기준 설정을 통해서 관련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함

○ 결과 분석에 따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분류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

련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형식과 내용 심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개선안을 도출함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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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심화를 꾀할 수 있음 

○ 결국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質的)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과 범위

□ 연구내용은 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②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③ 분석기준에 따라서 설문조사와 사

례조사를 실시하여, ④ 이에 따라 2013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가운데 세부사업의 현황

을 분석함으로써, ⑤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범위를 설정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Ⅰ장) 

□ 정책사업의 분석기준 마련(Ⅱ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행, 특히 사업분석기준을 마

련하기 위하여 일반적 수준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기준 

설정

- 정책추진 과정, 현장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사업이 적

기 때문에 엄격한 형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느슨한 형태의 분석기준 설정

- 분석기준은 대체로 일반적인 성과평가 지표의 모델(계획-집행-성과-환류) 원용

○ 분석 대상사업 설정

- 분석 대상사업은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류체계 가운데 세부사업임 

- <표 I-1>에서 보듯이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범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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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군(群) 세부사업 비고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광의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교정·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취약계층대상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광역지자체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광의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 

사회 문화예술교육

<표 I-1> 2013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분류체계

○ 분석 대상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함

- 첫 번째 분석 대상사업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1)에 속한 ① 사회적기업과 함

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②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임(분석대상 Ⅰ)

- 두 번째 분석 대상사업은 ①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②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임(분석대상 Ⅱ)

-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는 시민 문화예술교

육 사업군(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체 사

업 중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지역 주민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

에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함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분석대상 지역은 서울과 전북으로 한정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세부 프로그램들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 특성화 사업과 비교가 필요함

○ 전북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과의 비교가 유의미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황(Ⅲ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주체,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함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틀 내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있는 정책사업의 전개과정

을 살펴봄

1) 아래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을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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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범위 연구범위 제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석기준 설정

○ 분석 대상사업: 세부사업

 - 대상사업 Ⅰ: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

육 사업군(群) 내 세부사업 2개

 - 대상사업 Ⅱ: 산업단지 사업, 지역 특

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분석기준 설정: 일반적 성과평가 모델

보다 간략하게 설정

○ 상세한 성과평가 지표설

정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의미

○ 2005년 이후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전

개과정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일반적 의미

○ 학교 문화예술교육

<표 I-2> 연구내용과 범위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역시 시민(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한정함

□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Ⅳ장)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구방법에서 기술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Ⅳ장)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세부사업(분석 대상사업Ⅰ)과 유관사업(분석 대상사업

Ⅱ)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하여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명확하게 분석

○ 분석기준에 준하여 분석대상 사업Ⅰ과 Ⅱ의 비교 실시

○ 이 연구와는 별도로 성과평가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영역(계획, 운영, 산출, 결

과, 영향)별로 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지표별 성과를 기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Ⅴ장)

○ 사업별 분석과 비교 결과(Ⅳ장)를 중심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 분석기준별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과 개선사항 제시

- 개선사항을 시급성, 중요성, 추진주체별로 제시하여 정책현장에서 연구결과의 활용도

를 제고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신규사업 제안, 중장기 사업의 제안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내용과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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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범위 연구범위 제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분석

○ 분석대상 사업의 운영자/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 분석: 대상사업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세부사업별 비교

○ 분석기준에 따른 평가점

수 또는 등급 부여

발전방향 제시

○ 사업별 분석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과 개

선사항 제시

○ 개선사항을 시급성, 중요도, 추진주체

별로 기술

○ 구체적인 신규사업, 중장

기 사업 제안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2005년 이후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진행현황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리

○ 문화예술정책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검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분석기준 설정·검토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세부사업 내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대상사업 Ⅰ: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 대상사업 Ⅱ: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서울/전북)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외함

- <표 I-3>에서 보듯이 서울지역은 27개 프로그램 중 8개, 전북지역은 40개 프로그램 

중 15개를 대상으로 함

○ 설문 응답자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 참여자(피교육자)임

○ 조사문항은 사업 분석기준에 준하여 작성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계식 응답방식으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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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군(群) 세부사업
설문조사 대상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전체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6개/6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6개/6개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5개/15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개/27개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5개/40개

<표 I-3> 설문조사 대상 단위

□ 사례(현장)조사

○ 사례조사 대상은 세부사업 내의 개별 프로그램임

○ 설문조사는 세부사업 내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례조사는 프로그램을 선

별하여 실시

○ 프로그램 진행기관(단체)을 방문하여 관계자(운영자)와 참여자(피교육자)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

사업군(群) 세부사업
사례조사 대상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전체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개/6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3개/6개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5개/15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개/8개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4개/15개

<표 I-4> 사례조사 대상 단위

□ 전문가 자문회의

○ 시민 문화예술교육 연구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자, 시민사회 연구자 등을 대

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시민성의 관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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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부문별 연구 

1) 시민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 임학순 외(2012),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디

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제6호

○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의 연도별 특징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

- 2006년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본격적 시행, 평가체계 모호

- 2007년 : 교육수행단체와 예술강사의 성과평가, 학습자 만족도 조사평가를 처음 실시

했으나 평가영역 구분 모호하여 지표의 객관성 확보 필요

 · 성과평가지표를 ① 학습자 영향, ②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③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파트너십 구축, ⑤ 지역문화예술교육 개선 효과 등 총 5개로 설정

- 2008년 : 전화 설문조사 도입

 · 성과평가지표를 ① 준비성과, ② 활동성과, ③ 사업성과(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성과, 네트워크 성과)로 설정

- 2009년 :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사업평가와 비교했을 

때 객관성, 포괄성, 수월성 등에서 한계 가짐

○ 사회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의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평가목적, 평가지표체계,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방법 관련 통합적 관점 도입 필요

- 지속적 성과관리, 활용방안과 시계열분석을 통해 차년도 동 사업 개선에 도움

- 세부사업 평가와 강사 및 수혜기관 평가 간 종합적 연계

□ ｢2012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3개 세부사업―①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② 산업단지 문화예

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③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을 평가

○ ｢2011 문화예술교육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평가하지 않았음

○ 사회 문화예술교육 평가대상 단위사업을 ①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② 특수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③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

○ 연구 특성

- 문화예술교육 사업군[郡](8개)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민 문화예술교육 평가에 대한 특

성화 지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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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평가지표가 매우 많기 때문에(63개) 사업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지 못함

- 평가지표의 측정방법이 대부분 만족도 조사로 사업목표와 진행내용 및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만족도 조사가 아닌 평가항목들도 단순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사업목표와 진행체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

- 세 가지 사업의 평가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평가하지 못함

□ 아직까지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수행되지 못함

2)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컨설팅

□ ｢2011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지원사업 - 시민 문화공간 전략개발｣(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2012)

○ 국내외 시민 문화공간 47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문화공간을 문화예술교육의 장

으로 활용하는 방향성 제시

○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지원대상 차별화, ② 공간개념 차별화, ③ 프로그램 차별화, ④ 콘텐츠 개발지원, 

⑤ 시민 문화공간 전략 및 포맷개발, ⑥ 공간활성화 지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교육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 재정비

- 시민의 창의성과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초점 맞춘 시민 문화공간 실행전략 수립

- 지원대상 차별화: 예술가나 문화기획자 지원 중심에서 시민 지원으로(전문가 및 문화

예술교육 관련자도 ‘시민’으로 참여)

- 공간개념 차별화: 물리적 공간조성을 넘어 관계망 네트워크, 문제 해결 모델 및 심리

적, 사회적 영역 포함

- 프로그램 차별화: 교육형, 아카데미형 프로그램에서 공동체에 필요한 문제 해결형 프

로그램 지원, 시민 문화자원 활용

□ ｢201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컨설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컨설팅 대상 사업 8개(생활시설 5개, 행정시설 3개) 선정 이후, 컨설팅 진행

○ 컨설팅은 워크숍, 사전/사업 진행 중 현장방문(진단 매트릭스), 컨설팅, 발표회 등의 순

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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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사업 진행 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문화예술 주체로서 시민 역량 강화와 주체적인 문화예술 프로슈머로서의 성장’

- 시설 유형(생활시설/행정시설) 및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 설계 필요

- 지역의 재능 있는 주민, 역량 있는 기획자 및 강사 활용

- 간접지원에 초점

- ‘문화 환경’에 대해 가시적 확인 가능한 정량적 지표 개발

- 전문가들의 연속적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제도 확보

- 개인 중심 지원에서 단체 중심 지원으로 전환

- 내적 역량 강화(전문 인력 보강)와 복합·연계사업 장려

○ 연구의 성격이 세부사업 내 구체적 프로그램 컨설팅에 있기 때문에, 교육거점 사업 또

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함

□ ｢2012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컨설팅｣(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2013)

○ 컨설팅 대상 사업 9개(1차년도 사업 5개, 2차년도 사업 4개)에 대한 컨설팅

○ 2차년도 사업(연속사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1차년도 사업(신규사업)은 

멘토링 정도의 컨설팅에 한정

○ 외국의 유사사례조사, 분석틀(DFP)을 사용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정책적 이중 접근법 필요

 · 문화예술 공연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업되고 활성화되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분석적 연구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역량 진단 도구 개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

기 위한 방법 연구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방법 및 커리큘럼 연구, 3~5년 

정도 장기적 정책 수립

- 사회적기업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에 관한 정책 연구

- 정책 개발, 연구, 실행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 구비

- 비즈니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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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별 컨설팅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음

3)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0)

○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접목 시도

○ 시민 문화예술교육 기본방향 정립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며, 지역사

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접점을 찾아 정책 과제 개발

○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시민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제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지역 단위 통합적 접근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체계 정비

-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교육대상층의 확대 : 성인/남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문화활동과 연계하여 시민 문화활동의 4가지 유형인 감상, 창조, 학습, 봉사형 

문화활동 촉진

- 중장기 계획 아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예술교육 본격화 단계 준비

- 시민 문화공간 및 생활공동체 문화와 연계

- 문화기반 시설을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활용

- 대상층 확대 및 탈시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 문화활동(거점 공간 활용, 소액 보조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교

육 장려 

- 시민 문화활동 주체 형성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 시민 문화예술학교 제도 도입 추진

- 학습형 프로그램 형태에서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문화정책｣(북코리아, 2012)

○ 이 책자에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논문들이 수록됨

○ 백령,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분석

- 2011년 문화예술교육 현장을―① 개인적 맥락(학습자 중심), ② 사회문화적 맥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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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을 통한 지역과의 연계), ③ 물리적 맥락(문화예술체험과 교육 참여)―맥락주의적 

관점에서 평가

- 장르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지역기반 운영방식 활성화로의 변화 강조

○ 이상민,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찰: 2010년도 일반공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2010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업사업 중 일반공모 지원사업을 총 다섯 가

지 교육역량평가 지표로 평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한 사례 및 의의 제시 

- 2010년부터 학습대상이 일반주민으로 확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기관의 비율이 높음

○ 책자의 전반적인 기조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

는 것으로, 광의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4)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중 시민 문화예술교육

□ ｢2012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문화예술교육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 강조

○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재구성을 통하여 지역단위 사업 강화

○ 지역단위 사업강화를 통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유도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유도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선순환, 광역센터 자립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활성

화를 통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 정책대상의 문제: 취약계층으로 상호 중복되는 경향, 성인 문화예술교육은 사각지대

○ 중앙 집중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함

○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평생학습을 적용하여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라는 통생애

(lifelong) 관점으로 재점검

- 성인과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일, 여가, 학습, 가정생활의 비중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

려하여 지원정책을 기획

○ 시민 창작스튜디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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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정책 영역 대상 개발: 아마추어․마니아, 대학생, 가족 

2. 선행연구의 시사점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반을 다룬 선행연구는 공통

적으로 교육대상의 확대, 지역단위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강조

○ 사회 문화예술교육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시민으로 전환되어야 함 

- 취약계층 중심의 예산, 일반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부족(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

전방안 연구, 2012)

-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 시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2010;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 

2013)

○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지역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함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2)

-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재구성을 통하여 지역단위 사업 강화 및 시민 문화예술교

육의 발전 유도(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 2013)

○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역 단위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줌

□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관련 컨설팅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분석과 

종합발전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 지역사회 기반 시민 문화예술교육 성장을 위해 정책기반의 재정비(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지원사업 -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2012)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기준 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민 문화

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컨설팅, 2013;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컨설팅, 2013)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확산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음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집중해야 할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정책기획자, 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가 공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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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석기준 개발

○ 둘째, 분석기준 설정을 위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핵심가치를 분명하게 제시

○ 셋째, 분석기준 설정 이후 분석방법에서 교육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기존 선행연구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공간 운영, 프로그램 등에 집중되어 실

제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연구가 부족

- 컨설팅 보고서(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별별솔루션’ 컨설팅, 

2013/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컨설팅, 2013) 역시 운영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향을 존중하되,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

고, 현재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키워드와 개선방

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Ⅱ.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분석기준

  

제1절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전개과정과 의미

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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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분석기준

제1절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전개과정과 의미

1.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전개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에 따르면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하위

범주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아야 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시설(제2조제3호)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제2조제4호)와 각종 시설 및 단체(제24조)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

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임

□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대상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

□ 사회 문화예술교육 내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독립된 범주를 형성한 2010년을 기

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0년에 ①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사업 시범운영, ② 문화의집 연계 문화

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③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 실시

○ 2011년에는 ①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 ②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2013년 현재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

점 조성사업’이 추진 중임

1) 2009년 이전

(1) 정책사업 배경

□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생성된 것은 문화예술교육 도입과 

관련된 초기 구상의 정책적 맥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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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이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

이 됨

○ 문화관광부는 2003년 12월 <2004년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

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내용,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진행

□ 문화예술교육은 장르 중심, 개인 지향적 예술교육을 벗어나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했음

○ 문화예술교육은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사회의 문제적 상황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2004

년 문화정책비전서로 발간된 ｢창의한국｣에 잘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전체 27개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

한 ｢창의한국｣은 문화국가 구현을 위해 문화시민 육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인력은 문

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양성될 수 있다고 지적

-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문화향유능력, 이해와 소통능력 등을 강화함

으로써 사적(private) 생활영역에 안주하는 대중들을 공적(public) 관심영역으로 이끌

어내어 이들을 문화시민으로 만듦으로써 문화사회, 나아가 문화국가를 구현할 수 있

다는 구상을 제시  

□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된 배경이 문화시민의 육성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

육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발생기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함

(2) 정책사업 내용

□ 2004년

○ ｢창의한국｣에서 ‘시민의 문화향유력과 창의성 향상’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비전 설정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 문화예술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2005년 

○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시범사업) 실시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군인, 교정시설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의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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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27억 원 예산 지원 책정

□ 2006년 

○ 본격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작

○ 노인·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시

○ 복권기금으로 각각 15억 원, 12.25억 원 예산 지원 책정

□ 2007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문화관광부, 2007)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생활권 내 문화시

설, 유휴공간 활용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의 추진과제 제안

○ 2007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체 예산 74억 원(복권기금)

□ 2008년 

○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 재원을 복권기금에서 국고로 전환(총 66.56억 원)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주최 사업으로 추진

2) 2010년 이후

(1) 정책사업 배경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量的)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교육대상을 발굴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책(수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 학교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대상 사회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 문화예술교육의 양적(量的)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質的) 성숙을 도모할 필요가 제기됨

○ 문화예술교육의 본래의 목적인 ‘문화역량 강화’의 효과를 검토할 시점에 이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체계 전반(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문

화시민’과 연관되어야 함을 인식

□ 2010년 이후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양적(量的) 성장과 질적(質的) 성

장을 동시에 추구했지만 아직까지는 양적 성장에 가까움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시민’을 대상적 측면에서 접근한 경향이 강함

○ 취약계층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까지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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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측면이 있음

(2) 정책사업 내용

□ 2010년 

○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서울 아젠다’에서 ‘지역/시민의 문화예술교

육 활성화’를 주제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의 정책대상을 기존 학생 및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

○ 2010년 정책 단위 사업으로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범주가 생성되어 ①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사업 시범운영, ②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③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이 이루어짐2)

○ 문화기반시설 연계 지역 명예교사 시범사업: 해당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 명인을 발굴

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의집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을 

독려하고자 32개 문화의집, 36개 동아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2,300여명 수혜

○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사업: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주

거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학습, 창작할 수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 형성 지원, 

주택관리공단과 협력하여 10개 단지 생활 착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1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①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 ②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션): 지역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노리단’, ‘공공미술프리즘’, ‘문화로놀이짱’, ‘장애인

극단 판’ 등 총 4개 단체 선정, 735명 수혜3)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3개 단체 지원, 277명 수혜

□ 2012년 

○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실시: ‘광명문화의집’ 등 총 8개 생활/행정시설 선정

□ 2013년 

○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으로 재편성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연차보고서｣참조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연차보고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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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으로 진행됨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사업”, 곧 ‘문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음

□ 시민은 한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 개인, 공공의 개인을 의미함

◯ 사고와 행동의 준거가 귀속집단이나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주체적인 개인을 

의미함

◯ 주체적 개인이 사적(私的)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公的) 세계로 진입한 공공의 개인

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는 전자(前者)[주체적 개인]보다 후자(後者)[공공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주체적 개인’과 ‘공공의 개인’은 상보적 관계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시민’뿐 아니라 ‘문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문화시민’은 ‘주체적인 공공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감성을 바탕으로 타자와 공

감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함

◯ 시민성 개발에 한정하면,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적인 시민교육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시민교육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공통점은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에 있음4) 

- 시민교육(시민사회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 정치교육(독일 등의 유럽), 공민교육(일본) 

□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시민을 위한 교육(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일반과 

같으면서 다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취약계층, 일반 시민 모두를 포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들을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에 있음 

○ 다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비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자율성과 공동체성이 교육 내

4) 심익섭(2007), “민주시민교육의 논리와 발전전망,” 박재창/B.J. 젤리거 공편, ｢민주 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오름,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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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육방법, 추진체계에서 더욱 내재화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이 포괄적 의미에서 문화시민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의 집합(集合)이라면,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직접적으로 문화시민 육성을 목표로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의미를 지님

○ 문화적 감수성 개발, 주체적 개인의 형성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함

○ 공동체 참여를 통하여 공공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음과 같은 가치가 발현되는 것을 의미함

◯ 첫째, 개인이 자기의 삶에 있어 자율적이고 주도적 주체가 되게 함 [자율성/주체성]

◯ 둘째, 개인이 주체적인 자아이지만 타자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영역을 공공적 주제로 확대하고, 사회적 관계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공공성/공동

체성]

◯ 셋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위의 가치들을 문화예술에 기반하여 실현시켜야 하는데, 그

것은 일상(日常)을 문화예술과 연결 지을 수 있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일상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임 [문화적 감수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주체성과 자율성 

□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공동체를 위한 전제 조건임

○ 스스로 판단하여 공공영역에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존재로 사사로운 영역에 한정된 개

인이 아님 

○ 자율성이 없는 존재의 모임은 공동체가 아니라 군집(群集)임

□ 주체적이고 자율적 (문화)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첫째, 익숙한 것(가정, 학교, 직장, 규범, 제도 등)과의 비판적 거리 유지하기

○ 둘째, 귀속(歸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 셋째,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표

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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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성과 공공성

□ 공공의 개인을 세분화해서 보면 ①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 

② 공공성, ③ 공공선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참여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음5)

□ 공공의 (문화)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첫째, 낯선 것들(모르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사는 지역 등)을 공감을 통

해 상상하기

○ 둘째,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적(公的) 영역에서 협력하기

□ 시민성은 주체적 개인이 공적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을 내재화하는 과정(결과)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과 ‘공적 영역’이 분리될 수 없음

○ 한국사회에서 시민성 논의는 ‘자율적 개인’보다 ‘공동체’에 훨씬 강조점을 두고 있음

- 개인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임 

- 자율적이지 못한 개인, 주체적이지 못한 개인이 구성하는 집단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

나의 군집체(群集體)로 공공성을 지니기 어려움

- 공동체가 아닌 군집체에 속한 개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더라도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함  

○ 하지만 공동체를 형성하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극복한 주체적이고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음 

(3) 문화적 감수성

□ 문화예술을 통한 주체성과 공공성 함양은 다른 영역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

이 문화적 감수성임

○ 주체성과 공공성은 (문화)시민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문화예술 영역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님

□ 문화적 또는 미적 감수성을 지닌 시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첫째, 예술작품의 감상(참여),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미적(美的) 감수성에 기

반하여 자신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기

- 일상의 문화적 표현은 재현(representation)과 전복(subversion)을 동시에 의미

- 익숙한 것(일상)을 문화예술을 통해 표현하기(재현), 익숙한 것(일상)을 문화예술을 통

5) 이승훈(2011), “공공의 시민 만들기: 자발 결사제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공사회학회편, ｢시민성과 통치
성, 그리고 공공성｣, 백산서당, 252-2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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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낯설게 하기(전복)는 주체적 시민형성의 조건이 됨

○ 둘째, 예술작품의 감상(참여),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공유된 문화적 감각 익히기

- 문화적 표현은 익숙한 사람은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보편성을 획득

- 문화예술 활동(실천)의 보편성은 공공의 시민형성의 조건이 됨 

3) 문화예술교육, 시민성, 문화감수성의 관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가치가 문화예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육일반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성과 감수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문화예술과 시민성

□ 시민성 형성과정에서 문화예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시민성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며, 자율적인 개인이 공적 담론구조에 참여하기 시작한 매

개물이 문화예술이었음

○ “박물관, 도서관, 열람실, 극장, 연구회, 살롱 등에서 각각 형성되는 문예 공론장”에서 

시민성이 형성됨

- 문예 공론장은 공적인 개인이 “스스로를 훈련하는 자기계몽적 과정으로 궁정사회가 

기반하는 문화권력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해체하는 자각적 정보교환의 장”임6)

○ 근대사회 초기에 문예 공론장의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은, 이전 시대와 다르게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이후 공공영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시민성의 관계는 다소 약화되기 시작함 

□ 현재는 문화예술이 시민성/공공성과 다시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는 감정과 마음이 강조되는데 이 같은 논의는 문화예술과 직간접으로 연결됨

○ ‘감정노동’이란 말이 유행하는 데서 보듯이 감정이 중요한 사회(학)적 설명요인임

- 감정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주장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 

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과정과 결과는 그것의 감정적 차원이 규명될 때 항

상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임7) 

-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공동선이라는 이성적인 요인뿐 아니라 타자와 공유하는 집합

감정이 중요함을 인식한 결과임

6)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언급이며, 인용문은 송호근(2011), ｢인민의 탄생｣, 민음사, 322쪽
7) 잭 바바렛(2009), “서론: 왜 감정이 중요한가?” 잭 바바렛,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옮김, 이학사,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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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마음’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미국의 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인 파머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8)

 ․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 

 ․ “우리의 모든 앎의 방식이 수렴되는 중심부”

 ․ “머리로 아는 것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통합되는 곳이고, 지식이 보다 인간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는 장소”

-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연금술은 고통을 공동체로, 갈등을 창조의 에너지로 그리고 

긴장을 공공선을 향한 출구로 바꿔낼 수도 있”음9)

○ 문화예술은 미적인 경험을 통하여 감정과 마음, 특히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조정하는 

기능을 지님

- 다른 경험과 달리 문화예술 경험은 ‘미’와 관련되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음

- 감동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

속성을 지님10)

○ 감동의 경험은 문화적 감성을, 문화적 감성은 시민성의 두 가지 축인 주체성과 공공성

을 발현시킴11)

- 자신의 일상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또는 예술적 구조에 따라 표현하게 됨

- 문화적 감성은 개인적이면서 타자와 공감하는 것이기에 타자와 공감하는 상상력을 제

공함12)  

문화시민 = 시민성(X) + 문화 감수성(Y) 

시민성(X)

주체성(x1) 공공성(x2)

익숙한 것과 비판적 거리 두기 사사로운 개인 → 공적(公的) 존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낯선 것에 대한 공감의 상상력

문화 

감수성(Y)

일상의 문화적 표현

일상을 낯설게 하기

공유하는 문화적 감성

타자(낯선 것)와 공감

<표 Ⅱ-1>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의 관계

8)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38쪽
9)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43쪽
10) 리처드 래저러스․버니스 래저러스(1997), ｢감정과 이성｣, 정영목 옮김, 문예출판사, 196쪽
11) 감동의 경험 → 감성 → 시민성의 순차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만은 아님. 때로는 동시적일 수도 있고 쌍방향으

로 진행되기도 함
12) 창조사회가 요구하는 상상력/창의성이 문화예술과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민

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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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교육과 시민성, 문화 감수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가치인 주체성, 공공성,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예술의 일반

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문화적 감수성을 통한 주체적이고 공적(公的) 시민의 육성은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체의 영역임

□ 시민성과 문화적 감수성은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교육’이 개입할 때 상호작용이 활

발해짐

○ 교육일반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know what), 문화예술교육

은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임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와 비교하여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행(배움

과 익힘)한다는 데 차이가 있음

- 지속성은 ‘반복’이 아니라 배움의 누적(學)과 익힘의 일상화(習)를 통해 새로움을 창

출하는 과정을 의미함

- 지속성은 학습 패러다임이 표준적이든 성찰적이든 관계없이 교육의 기본임

- 지속성은 일정한 시간 내의 지속성뿐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계속해서 진행

됨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교육과 비교하여 경험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상과 분리되기 

어려움

- 문화예술 경험은 일상의 구체성에서 진행되기에 문화예술교육은 익숙한 것을 성찰하

게 되는 특성을 지님 

- 일상의 구체성과 성찰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감수성을 발현시킴

- 문화적 감수성은 ‘개인’단위에서 수용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주체성 형성과 관련됨

○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교육과 비교하여 ‘함께 하기’(연극, 합창, 공동제작) 과정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임

문화시민 = 시민성(X) + 문화 감수성(Y) + 교육(α)
교육(α)

주체성(x1) 공공성(x2)

시민성(X)
익숙한 것과 비판적 거리 두기 사사로운 개인→공적(公的) 존재

↔ 민주시민교육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낯선 것에 대한 공감의 상상력

문화 

감수성(Y)

일상의 문화적 표현

일상을 낯설게 하기

공유하는 문화적 감성

타자(낯선 것)와 공감
↔ 문화예술교육

<표 Ⅱ-2> 문화예술교육, 시민성, 문화감수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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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기준 설정

1. 기준 설정의 고려사항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시민을 양성하기 위

한 사업’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사업은 취약계층 ‘이외’ 대상을 ‘시민’으로 설정하여 혼선이 나타남

◯ 시민을 사회적 취약계층 ‘이외’의 계층이라고 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은 시민이 아닌

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이 취약계층 이외의 계층을 지칭한다면, 시민이라는 개념 

대신 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주민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인데 비해,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등 시민권의 개념을 가진 가치 지향적인 개념임

- 주민 문화예술교육 또는 기존에 해왔던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지원조건에서 보듯이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함

◯ 사업제안서 안내문, 사업제안서에서는 ‘대상’의 시민이 아니라 ‘내용’의 시민(성) 강조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참여적 문화예술공간’,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시민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세대/계층간 단절된 관계 회복’, ‘지역사회 내 공동체 문화 형

성’ 등이 빈번하게 사용됨

□ 현실에서 내용으로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내렸다고 보기 어려움

◯ 2010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

원사업’이 현재는 범부처 사업군(群)에 포함됨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

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의 지속기간이 짧음

□ 현 시점에서 성과 평가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움

◯ 목적이 분명함에도 현실적으로 사업목표가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는 사업수행자들이 그러한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

으로 추구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인식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나 지향성을 명확히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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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사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목표-집행-성과-환류단계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점수(등급)를 산출하는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움

- 성과평가는 주어진 목적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달성

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교육사업 진행 현장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점수(등급)로 산출하기 어려움

□ 성과평가의 일반적 모델에 준하여 분석기준을 설정하되, 점수(등급)를 산출하지 않는 

느슨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 첫째,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장 먼저 파악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구성요인을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체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

◯ 셋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함

2.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기준 

1) 시민 문화예술교육 가치 실현의 조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태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민 문화예

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함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 둘째, 일반 문화예술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자가 ‘시민’교육의 전문성, 다른 시민교육과 

다르게 교육자가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있어야 함 [교육주체의 전문성]

◯ 셋째, 특정한 교육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교육대상의 포괄성]

◯ 넷째, 예술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주변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예

술적으로 표현하는 교육내용이 설정되어야 함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공동체성]

◯ 다섯째,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함 [교육방법의 소통/협력, 공동체성]

◯ 여섯째, 유관기관 특히 지역기관 협력, 지역 내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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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추진/협력체계의 소통] 

- 덧붙여 추진 및 지원체계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 제고, 교육단체의 전문성 제

고, 교육대상자의 포괄성 확보,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보, 소통과 협력의 교

육방법 확보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함 [추진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림 Ⅱ-1]과 같이 여섯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그림 Ⅱ-1]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 사업목표,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진 및 협력체계 등을 분석하고

자 함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기준 여섯 가지를 일반적인 성과평가 모형에 대입해보면, 대

부분 계획단계, 운영(집행)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성과단계 분석이 다소 미약할 수 있음

□ 성과단계의 보완을 위해서 교육주체와 교육참여자의 사업효과에 대한 인식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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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기준 핵심어 내용 및 분석 초점

계획

단계
교육

목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방식

이해/체감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와 참여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아니라 이해의 ‘방식’에 초점을 

맞춤

시민 

문화예술사업목

표의 반영도 

이해/체감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세부사업(프로그램)에 어

떻게 반영되었는지? 

운영자와 참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의 목표(효과)를 세부사업(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정도’와 ‘방법’을 분석

<표 Ⅱ-3> 분석기준 및 내용

◯ 첫째, 교육 운영자와 피교육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주체성, 공동체성, 일상의 감수성)의 달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 실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효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임

- 교육효과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업 전후(前後) 조

사, 중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 사업의 효과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현장조사에서 보완함

3) 분석기준 여섯 가지

□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임

◯ ①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관심

◯ ② 교육주체의 전문성

◯ ③ 교육대상자의 포괄성

◯ ④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공동체성

◯ ⑤ 교육방법의 소통과 협력 

◯ ⑥ 지역단위 협력과 네트워크,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체계

◯ 부가적으로 사업의 효과(지속성, 감수성과 표현력, 주체성과 공동체성)의 인식정도를 

파악함 

□ 여섯 가지의 분석기준은 일반적인 평가지표 체계인 목표-운영-성과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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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기준 핵심어 내용 및 분석 초점

운영

단계

교육

주체

교육주체의 

전문성
전문성

기획자, 운영자, 강사진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주

체가 문화예술교육 이외의 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성

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분석

교육

대상

교육대상의 

포괄성
통합성

교육대상자들이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참여가

능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

교육대상자를 특정 연령,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한정

하지 않고 참여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

는지를 분석

교육

내용

프로그램의 

일상성과 

문화예술 

반영도

문화적 

감수성

프로그램이 일상생활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일상

에서 문화예술을 익히고 표현하는 것과 얼마나 관련되

어 있는지?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일반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는 예

술을 ‘일상’에서 얼마나 즐기는지의 문제이며, 시민 문

화예술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의 차이는 문화예술을 매

개로 하는지임.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 일상에서 

얼마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지를 분석

프로그램의 

확장성

공공성,공

동체성

프로그램의 내용이 개인을 넘어서 마을, 지역사회, 공

동체, 시민사회 등으로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는지, 확

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동체성 확

보를 위한 다른 사업들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분석

교육

방법

교육자-피교육자

의 협력

소통/협력, 

주체성

교육방식이 일방향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대상이 함께 

하는 것인지?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지?

교육자-피교육자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프로그램)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시민성의 확대와 고양은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나야 함

피교육자들의 

협력

소통/협력, 

공동체성

교육대상자들,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화예술활동

을 하는지?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은 공동의 문화예술행위를 통

해서 타인과 교섭하는 능력임. 교육방법이 이를 얼

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

추진

(협력) 

체계

교육 운영의 

개방성과 

네트워크

소통/협력, 

공동체성

프로그램 진행자, 교육대상자 모집과 프로그램 실제 운

영이 폐쇄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의 제반 자원을 유인하

여,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운영과 진행이 기존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지, 그

리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시민교육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분석

추진체계, 

지원체계의 
효율성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 적합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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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기준 핵심어 내용 및 분석 초점

적합성

그리고 사업추진체계가 교육대상자의 전문성 제고, 교

육대상의 포괄성 확보,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

보, 교육방법의 소통과 협력 확보에 얼마나 적합한지? 

교육단체 선정, 예산지원, 사업컨설팅 등이 얼마나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분석

성과

단계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지속성

금년도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차년도(此年度)에 프로그

램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운영자의 지속적 진행의향을 살펴봄으로써 시민 문

화예술교육의 효과, 지속가능성을 분석

프로그램의 

지속 참여
지속성

차년도(此年度)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참여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의향, 타인 추천의향을 통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지속가능성을 분석

효과

문화예술 역량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감수성/이해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예술과 일상의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

는지?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감수성/이해

력)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일상의 표현력)를 

분석

사회적 역량
공동체성, 

협력/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자체적인 모임이 활성

화되었는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매개(기회)로 참여자들의 공공/공동

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지?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목표로 하는 공공성, 공동체 

의식 등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4) 분석 방법

□ 분석기준의 핵심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 사용

◯ 문헌자료 검토: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분석

◯ 운영자 면담 및 설문조사

- 면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대상 면담

- 설문조사: 교육(운영)단체 임직원, 교육강사 대상 설문조사

◯ 교육대상자 면담 및 설문조사

□ 분석기준에 따라 성과와 개선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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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 핵심어

분석방법

문헌자료

검토

운영자

면담/설문

피교육자

면담/설문

교육목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방식 이해/체감 v v v

시민 문화예술사업목표의 반영도 이해/체감 v v

교육주체 교육주체의 전문성 전문성 v v v

교육대상 교육대상의 포괄성 통합성 v v

교육내용

프로그램의 일상성과 문화예술 반영도
문화적 

감수성
v v v

프로그램의 확장성
공공성,

공동체성
v v v

교육방법

교육자-피교육자의 협력
소통/협력, 

주체성
v v v

피교육자들의 협력
소통/협력, 

공동체성
v v v

추진(협력) 

체계

교육 운영의 개방성과 네트워크
소통/협력, 

공동체성
v v v

추진체계, 지원체계의 적합성 효율성 v v v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지속성 v v

프로그램의 지속 참여 지속성 v v

사업효과

문화예술 역량
문화적 

감수성
v v v

사회적 역량
공동체성, 

협력/소통
v v v

<표 Ⅱ-4> 분석기준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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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태

제1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사업 현황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 속하는 두 가지 사업―①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②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요

약하고자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외계층이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

로 하는 사업―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②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

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요약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비교하고자 함

□ 세부사업(단위사업) 현황은 분석기준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

내용과 장르, 교육방법, 추진체계로 나누어서 정리함

1.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1)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추진경과

○ 2011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별별솔루

션)’ 추진

- ‘사회적기업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구축 지원

- 4개 기업 선정, 총 수혜인원 735명

○ 2012년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예산 지원 및 워크숍, 지속 가능 모델 개발 컨설팅, 멘토링 진행

- 9개 기업(연속지원 기업 4개, 신규지원 기업 5개) 선정, 총 수혜인원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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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12월까지 문화예술교육 전략개발을 위한 10개 기업 인큐베이팅 별도 진행

- 사회적기업 대상 공모를 통한 10개 기업 선정하여 사업 모델 개발 과정 지원

○ 2013년에는 공모를 통한 신규 지원을 없애고 2012년도 지원 대상 중 연속 지원 대상 

6개 선정하여 지원

○ 2013년 예비 주체 발굴사업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 청년조직, 주민조

직 등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고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진단 지표 개발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커리큘럼 개발

○ 2011~2013년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다음과 같음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선정 기업 4개 단체 9개 단체 6개 단체

<표 Ⅲ-1>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 선정 단체

□ 2013년 사업요약

○ 2012년 지원 단체 대상으로 성과평가, 2013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사업 모델로 발

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으로 6개 단체 선별하여 지원

○ 세부 사업별 목표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운영 구조 도출

○ 간접적 지원방식과 자립할 수 있는 구조 지원

○ 지원기간: 2013년 6월~12월(6개월)

○ 지원규모: 1개 기업 당 최대 60백만 원 이내 

○ 소요예산: 총 840백만 원 이내(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포함)

- 사업비: 700백만 원

- 운영비: 140백만 원

교육대상 지원대상 지원분야 프로그램

일반시민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이슈 해결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직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충원, 

공간기능 강화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대상 확대 사업,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지원 계획(안)」 재구성

<표 Ⅲ-2>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요(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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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현황

□ 사업목표

○ 문화적 공공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생활권 기반의 주체적 시민 문화를 형성

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

○ 생활주체의 자율성 강화 및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새로

운 참여 주체 발굴 및 효율적 공공 지원 정책 도출

○ (예비)사회적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지원

○ 참여하는 시민들은 단순히 문화예술 향유자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나의 문제

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예비)사회적기업이 교육주체임

○ 2013년은 별도 공모 없이 작년 지원사업과 인큐베이팅 참여 단체 중 선정

- 2012년 지원 단체의 성과평가, 2013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사업모델로 발전 가능

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으로 선별

-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 지원 3개 단체, 전략개발 인큐베이팅 지원 3개 단체 선정

○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전담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 구성

□ 교육대상

○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교육 진행

○ 특정 대상층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내용 및 장르

○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생활권 내 지역 이슈 해결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행

-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연관된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들이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하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 내 주민통합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지원 

○ 따라서 교육 장르는 예술장르로 구분하기 어려움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사업모델 개발, 교육훈련 

및 실제 사업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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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조사, 연구) 및 운영비 지원

- 조직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충원, 공간 기능 강화 등 기반 조성비 지원

- 단체별 사업 전략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 간접적 지원방식과 자립할 수 있는 구조 지원

-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역할은 문화 환경을 싹 틔우는 촉매 역

할로 규정하고,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

- 주체적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여 운영 주체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절차: 심사 및 선정(5월) ⇒ 선정 단체 지원금 교부(5월) ⇒ 사업 실행(5~12월) 

⇒ 컨설팅 주관사업자 선정(5월) ⇒ 컨설팅단 운영(5~12월) ⇒ 중간 보고회(8월) ⇒ 

결과 보고회(12월) ⇒ 사업 종료 및 정산실적 보고(`14. 1월)

[그림 Ⅲ-1]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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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사업 내역 

□ ‘2013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총 6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

약함에 따라 실제 사업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목표

○ 사업목표는 교육대상, 지역, 참여인력 및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목표

교육대상 ◦ 문화적 삶의 방식 구축

지역
◦ 지역재생 및 지역 활성화

◦ 문화예술 향유 시스템 구축

참여인력 및 단체

◦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사 직원의 역량 강화

* 자료: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대상 확대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재구성

<표 Ⅲ-3>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목표

□ 지역적 특성

○ 사회적기업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집중(6개 사업 중 4개)

○ 사회적기업의 소재지와 사업지역은 동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계

단체 수 4 1 1 6

<표 Ⅲ-4>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소재지 

□ 교육주체

○ 문화예술단체(기업)가 4개,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기업)는 2개

○ 주관단체는 상근인력이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음(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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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예술단체/기관 문화예술교육단체/기관 계

단체 수 4 2 6

인원 수 1명 3명 5명 7명 계

단체 수 1 1 3 1 6

인원 수 미정 2명 5명 1명 계

단체 수 2 2 1 1 6

교육단체의 성격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원*

강사 인원*

*운영·진행 인원은 상근인력만 포함

*운영·진행 인원과 강사인력이 겹칠 수 있음

<표 Ⅲ-5>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성격 및 참여인력

□ 교육대상

○ 교육대상은 지역 주민(5개 프로그램)과 일반인(4개 프로그램)인 경우가 가장 많음

○ 교육대상자 모집 단위는 동일 시(市) 지역이 가장 많음(3개)

대상 지역 주민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일반인

프로그램 수 5 3 2 1 4

피교육자 수 20명 65명 90명 100명 300명 계

단체 수 1 1 1 2 1 6

구분 동 지역 구 지역 시 지역 제한없음 계

단체 수 1 1 3 1 6

프로그램별 주된 교육대상(중복 응답)

피교육자 목표 인원*

교육대상자 모집 단위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인 경우 피교육자 추정 인원 포함

<표 Ⅲ-6>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대상자와 모집단위

□ 교육내용 및 장르

○ 6개 사회적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수는 29개 정도

○ 연극, 음악, 스토리텔링, 디자인, 목공, 지역 여행, 주민제안 워크숍을 포함하여 교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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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가 광범위함

○ 지역 기반 교육프로그램 진행

- 지역 역사/문화 및 지역 주민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교육프로그램 수 2개 4개 5개 11개 계

단체 수 2 1 2 1 6

<표 Ⅲ-7>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

□ 교육체계 및 방법 

○ 강의형, 체험형, 실연형, 통합형,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

- 강의형은 교육 장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체험형은 만들기, 견학 및 현장 답사, 연기, 연주 등을 포함하여 직접 학습 과정에 참

여하는 것임

- 실연형은 교육프로그램 성과의 공유로 결과물의 공연 등의 발표회로 구성

- 워크숍은 작품제작을 위해 공동으로 연수받는 학습 과정을 포함

□ 프로그램 지속기간

○ 3년차 2개 단체, 2년차 4개 단체가 사업 진행 중

- 2년차 단체에는 작년 인큐베이팅에 참여한 단체 포함(3개)

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추진경과

○ 2012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추진

- 8개 생활/행정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48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지역/공간명 운영주체

울산 북구 중산문화센터 문화예술센터 결

서울 마포 민중의 집 소울 36.6

서울 용산 해방촌 빈가게 해방촌 빈가게

서울 마포 가제트공방 나무심는 목수들

충북 괴산 공공미술삼거리 공공미술삼거리

충북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그림책미술관준비위원회

<표 Ⅲ-9>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지원단체 및 공간 현황(2013)

지역/공간명 운영주체

경기 광명문화의집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 북구 중산문화센터 문화예술센터 결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서울 마포 민중의 집 소울 36.6

서울 용산 해방촌 빈가게 해방촌 빈가게

서울 마포 가제트공방 나무심는 목수들

충북 괴산 공공미술삼거리 공공미술삼거리

충북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그림책미술관준비위원회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연차보고서」

<표 Ⅲ-8>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지원단체 및 공간 현황(2012) 

○ 2013년에는 6개 생활시설/행정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거점 조성 지원

○ 2013년에는 2012년도 8개 지원 대상 중 6개 연속 지원 대상 선정하여 지원

○ 2012~2013년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다음과 같음

□ 2013년 사업요약

○ 생활권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행정시설과 마을도서관, 카페 등의 생활시설을 지

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에서는 시민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시설 내 공

간을 개방하여 시민이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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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별 목표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 구조 도출

○ 사업기간: 2013년 6월~12월 (6개월)

○ 지원규모: 1개 기관(단체) 당 최대 60백만 원 이내 

○ 소요예산: 총 840백만 원 이내(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포함)

- 사업비: 700백만 원

- 운영비: 140백만 원

교육대상 지원대상 프로그램

일반시민
공간 기반의 문화예술 단체‧기관‧
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조직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충원, 공간기능 강화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대상 확대 사업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

영지원 계획(안)」 재구성

<표 Ⅲ-10>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개요(2013) 

(2) 사업현황

□ 사업목표

○ 문화적 공공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생활권 기반의 주체적 시민 문화를 형성

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 생활주체의 자율성 강화 및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새로

운 참여 주체 발굴 및 효율적 공공 지원 정책 도출

○ 일상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 생활/행정시설(공간)을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한 자립적 사업 운영 구조 확립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교육주체

○ 교육주체는 공간 기반의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임

○ 2013년은 별도 공모 없이 2012년 지원사업 및 인큐베이팅 참여 단체 중 선정

- 2012년 지원 단체 대상의 성과평가 및 2013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사업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으로 선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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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지원사업 참여단체 중 6개 단체가 2013년 연속지원 대상에 선정

○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전담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

○ 연속지원: 2차, 생활/행정시설(6개)

□ 교육대상

○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나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구체적 교육대상

을 선정하지 않기도 함

□ 교육내용 및 장르

○ 기존 특정 대상층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 제공

○ 시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시설 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장려

□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행정시설/생활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 전문 인력 비용과 

사업전략 기반 구축 및 운영방식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조사, 연구) 및 운영비 지원

- 조직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충원, 공간 기능 강화 등 기반 조성비 지원

- 단체별 사업 전략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 간접적 지원방식과 자립할 수 있는 구조 지원

-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역할은 문화 환경을 싹 틔우는 촉매 역

할로 규정하고,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

- 주체적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여 운영 주체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절차: 심사 및 선정(5월) ⇒ 선정 단체 지원금 교부(5월) ⇒ 사업 실행(5~12월) 

⇒ 컨설팅 주관사업자 선정(5월) ⇒ 컨설팅단 운영(5~12월) ⇒ 중간 보고회(8월) ⇒ 

결과 보고회(12월) ⇒ 사업 종료 및 정산실적 보고(`1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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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추진체계

(3) 2013년 사업 내역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총 6개 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하여 실제 

사업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목표

○ 사업목표는 교육대상,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목표

교육대상

◦ 시민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산

◦ 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 주민의 공동체적 삶 형성 

지역

◦ 문화 공간 구축을 통한 공동체/지역/문화 활력 증대

◦ 문화예술교육 환경 및 네트워크 조성

◦ 지역네트워크 환경 조성

◦ 지역사회 내 대안적 공동체 문화 형성

◦ 자립적 마을문화예술 협동조합 건설 토대 마련

* 자료: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대상 확대 사업 시민 문화공간 사업계획서> 재구성

<표 Ⅲ-11>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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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 

문화예술단체/기관
지역사회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카페 기타 계

단체 수 2 1 1 1 1 6

구분 개인면세/과세사업자 임의단체 기타 계

단체 수 2 3 1 6

인원 수 없음 1명 2명 5명 6명 계

단체 수 1 1 2 1 1 6

인원 수 미정/구분불가 4명 13명 계

단체 수 4 1 1 6

교육단체의 성격

교육단체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원*

강사인원*

*운영·진행 인원은 상근인력만 포함

*운영·진행 인원과 강사인력이 겹칠 수 있음

<표 Ⅲ-14>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교육단체의 성격 및 참여인력

□ 지역적 특성

○ 시민 문화공간 참여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집중(6개 사업 중 4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북 청주시 계

단체 수 4 1 1 6

<표 Ⅲ-1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교육단체의 소재지

○ 1개 단체가 복수(複數)의 공간에서 사업 진행함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북 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괴산군

단체 수 3 1 1 1 1

<표 Ⅲ-13>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교육단체의 사업지역(중복응답)

□ 교육주체

○ 주관단체의 법적 성격은 임의단체(3개)와 개인사업자(2개)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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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교육대상은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음(15개 프로그램)

대상
지역

주민

지역

할머

니

지역

여성

지역

남성/

가족

문화

센터 

수강

생

문화

예술

활동

가

도서

관봉

사자/

엄마

청소

년

아이

들

독립

생활

인

일반

인

프로그램 수 15 1 2 1 1 6 1 1 1 2 11

피교육자 수 20명 40명 50명 60명 100명 250명 계

단체 수 1 1 1 1 1 1 6

구분 동 지역 구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계

단체 수 1 2 2 1 6

프로그램별 주된 교육대상 (중복응답)

피교육자 목표인원*

교육대상자 모집단위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인 경우 피교육자 추정 인원 포함

<표 Ⅲ-15>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교육대상자 및 모집 단위

□ 교육내용 및 장르

○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수는 총 36개 정도임

○ 주관단체별 프로그램은 4개에서 10개까지 편차가 있음

교육프로그램 수 4개 5개 6개 7개 10개 계

단체 수 2 1 1 1 1 6

<표 Ⅲ-16>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프로그램의 수

○ 교육 장르는 제작(디자인, 목공, 공예, 그림책), 공연(연극, 밴드), 영화감상, 기획(전시, 

공연), 만화/그림책, 생활정보/요리/반찬모임, 지역공동체 탐방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함

□ 교육체계 및 방법

○ 주민 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조직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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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 교육 참여자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육의 결과물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교육 

진행

○ 지역 소통 공간 확장 프로그램 

- 문화공간을 지역 소통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진행

○ 생활 교육 프로그램

- 교육 참여자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의 교육 진행

- 1박 2일 형식의 캠프를 진행하여 현장 체험을 통한 생동감 있는 교육 추구

- 구성원이 함께 즐거운 놀이 활동을 통해 활기찬 교육 진행

□ 프로그램 지속기간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대상 확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문화공간의 교육사업/프로그

램 지속연차는 모두 2년차임

2. 시민 문화예술교육 유관사업

□ 분류체계상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육대상을 일반시민

으로 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

성화 지원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봄

1)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추진경과

○ 2005년 소외계층 대상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 2007년까지 복권기금을 통해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지원사업 실시

○ 2008년부터 예산 국고 전환

○ 2010년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기존 ‘일반공모 지원사업’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 간 협력 및 상호 협력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기획공모)’을 신설하여 추진

-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가 주관하며, 교육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

○ 2011년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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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획공모 폐지

○ 2013년에 세종시가 추가되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주관하며 각 기관별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기획공모 진행

□ 2013년 사업요약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이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주민 대상의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6

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지원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시한 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역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게 공모계획 수립·운영

○ 사업기간: 2013년 1월~12월(12개월)

○ 소요예산: 5,890백만 원(국고 2,945백만 원, 지방비 2,945백만 원)

교육대상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분야 프로그램

일반주민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지닌 단체‧기
관‧시설

5,890백만 원

(국고 2,945

백만 원, 지

방비 2,945

백만 원)

지역의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비, 교육진

행비)

2) 교육 성과물 공유(발표회, 행사비, 

결과물 제작비 등)

3) 지역네트워크비, 학습연구비

4) 기획자 인건비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3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재구성

<표 Ⅲ-17>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요(2013)

(2) 사업현황

□ 사업목표

○ 기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 지원정책을 넘어, 생활권 내에서 지역 주

민이 지속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환경 기반의 지역 

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 지역 예술인과 주생활의 교류활동을 통한 문화적 소통 활성화

- 지역 내 다양한 기반 시설에 문화예술교육 도입을 통한 거점 확대

-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굴을 통한 창의적 활동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계기 마련

- 문화․경제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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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계층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 계기 마련

□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이 교육주체임

- 생활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 및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선정된 단체가 사업 참여인력을 조직하여 운영

- 단체 내부 인력 혹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강사진 구성

- 강사진은 주 강사, 보조강사, 특강강사로 구성되며 강사진의 구성 및 인원은 각 단체

가 자율적으로 조직

○ 주 강사는 1인 이상 의무적 포함

□ 교육대상

○ 2009년까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진행

○ 2010년부터는 문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주민으로 확대

-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인 대상 무작위 참여 프로그램 배제

□ 교육내용 및 장르

○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자체 기획 프로

그램 실시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위해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장르통합, 

인문학, 사회통합 등), 생활 착형 프로그램,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활용하여 단일 장르 혹은 융․복합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진행

○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타 지원사업과 

유사사업, 토요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배제해야 하며 그 외에 지

역별 추가 고려사항 적용하여 교육내용 한정

□ 교육방법 및 체계

○ 최소 30회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8개월 이상 진행

- 지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복수(複數)로 하여 30회를 나누어 진행하기도 함

○ 체험·학습·창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별로 지원규모, 보조금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계획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별로 지역적 특성 및 단체 현황을 고려한 자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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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및 전달체계

○ 2011년 이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시한 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게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심사절차 및 진행방식, 심사지표, 심사위원 선정 등을 포함한 지역별 자체 심사계획 

마련 및 진행

- 공모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컨설팅 후 최종 확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중앙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최종 심사 시 1인 배석 의무화

- 각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지역별 공모현황과 최종 심사 결과를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 공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교육활동 평가 및 모

니터링 및 사업운영단체 컨설팅 지원

○ 추진절차

[그림 Ⅲ-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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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사업 내역

① 서울지역 

□ ‘201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서울지역 총 27개 사업 중 취약계층 대상

의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사업 8개의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실제 

사업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목표

○ 사업목표는 교육대상, 지역, 참여인력 및 단체, 문화예술에 따라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목표

교육대상

◦ 참여자간의 교감 및 네트워킹 형성

◦ 커뮤니티 형성으로 지속적 활동 진행

◦ 강사-피교육자 간의 긴밀한 소통관계 구축

◦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 참여

◦ 참여자에 적합한 문화·예술적 도구 탐색

◦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치유 

◦ 자기표현과 소통력 향상

지역

◦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형성

◦ 커뮤니티의 자립적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

◦ 새로운 공동체 장소 및 문화예술 공간 형성

◦ 지역의 정체성 및 새로운 콘텐츠 확보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생활의 소통 체계 구축

◦ 지역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교육복지 증진

참여인력 및 

단체

◦ 심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발전

◦ 강사 역량 확대 및 강화

◦ 강사-피교육자 간의 긴밀한 소통관계 구축

문화예술 ◦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 자료: <201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구성

<표 Ⅲ-18>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목표

□ 지역적 특성

○ 교육단체의 사업 운영 지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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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계

단체 수 2 1 1 1 1 1 1 8

<표 Ⅲ-19>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 지역

□ 교육주체

○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사업(4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단체 주관 사업(2개)이 다음

으로 많음

○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력은 대부분의 단체(7개)에서 1명임

구분 문화예술단체/기관 지역사회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기관 지역문화시설 계

단체 수 4 2 1 1 8

구분 임의단체 사단법인/재단법인 개인면세/과세사업자 계

단체 수 3 3 2 8

인원 수 1명 4명 계

단체 수 7 1 8

구분 주 강사 보조강사

인원 수 1명 3명 계 1명 2명 3명 6명 계

단체 수 6 2 8 1 5 1 1 8

교육단체의 성격

교육단체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원*

근무형태에 따른 강사*

*운영·진행 인원과 강사인력이 겹칠 수 있음

<표 Ⅲ-20>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성격 및 운영 인력

□ 교육대상

○ 교육대상은 지역 내 성인여성·주부(5개)와 지역 주민 일반(5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는 초등학생(4개)이 많음

○ 교육대상자 모집단위는 구(區) 단위가 가장 많음(13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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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주민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여성

·주부
중장년

도서관 

자원봉사

자

다문화가

정·외국

인근로자

극단원과 

자녀

프로그램 수 5 4 1 5 1 2 1 1

피교육자 수 15~20명 20명 30명 90명 계

단체 수 1 4 2 1 8

피교육자 수 20명 50~200명 300명 600명 480명 900명 계

단체 수 1 1 1 2 1 2 8

구분 동 지역 구 지역 시 지역 계

프로그램 수 5 13 1 19

프로그램별 주된 교육대상(중복응답)

교육 1회당 목표인원

연간 목표인원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자 모집 단위

<표 Ⅲ-21>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대상자 및 모집 단위 

□ 교육내용 및 장르

○ 대부분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예외적으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음

교육프로그램 수 1개 2개 4개 6개 계

단체 수 3 3 1 1 8

<표 Ⅲ-22>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수

○ 교육 장르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등으로 다양함

구분 교육 장르

시각예술 영상, 미술, 조형 및 DIY, 영화

공연예술 연극, 음악, 무용

복합예술 미술+연극, 체험학습+영화제작+드로잉+사진+글쓰기+문화기획

기타 생태체험, 인문강좌, 스토리텔링

<표 Ⅲ-23>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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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목표

교육대상

◦ 참여자간의 공감대 및 협동심 강화

◦ 참여자의 창의력 및 표현력 배양

◦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 및 자긍심 고취

◦ 지역공동체의식 형성과 주체로의 성장을 통한 사회진입

◦ 참여자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 및 노후설계

◦ 능동적 문화예술전파자로의 성장

◦ 참여자에게 새로운 도전 경험 제공

◦ 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즐거움 제공

◦ 교육을 통한 치유 및 삶의 원동력 제공

◦ 문화적 삶의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표 Ⅲ-25>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목표

○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둠

- 지역 역사/문화 및 지역 주민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 콘텐츠 개발

-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 교육체계 및 방법 

○ 강의형, 체험형, 실연형,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업 지속기간

○ 8개 단체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가장 많음(5개)

지속연차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계

단체 수 5 1 1 1 8

<표 Ⅲ-24>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속 기간

② 전북지역

□ ‘201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북지역 총 40개 사업 중 취약계층 대상

의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사업 15개의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실제 

사업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목표

○ 사업목표는 교육대상, 지역, 참여인력 및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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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목표

지역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마을의 기반 조성

◦ 지역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 지역의 가치 발굴 및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 지역문화예술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적 소통 활성화

◦ 지역 소통 공간 및 창의적 활동 공간 형성

◦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기획

◦ 지역 주민의 유대감 형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 및 문화공동체 구축

◦ 교육을 통한 성과를 지역구성원에게 전파

참여인력 및 단체 ◦ 지역민 참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육성

* 자료: <201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구성

□ 지역적 특성

○ 교육단체의 소재지는 전주시가 가장 많음(7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계

단체 수 7 2 2 1 1 1 1 15

<표 Ⅲ-26>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소재지

○ 교육단체의 사업지역은 전주시가 가장 많음(6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계

단체 수 6 2 2 1 1 1 1 1 15

<표 Ⅲ-27>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사업지역

□ 교육주체

○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사업(7개)과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주관하는 사업(4개)이 많음

○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력은 1명이 가장 많음(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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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예술단체/기관 문화예술교육단체/기관 지역사회단체 지역문화시설 계

단체 수 7 4 3 1 15

구분 임의단체 사단법인 개인면세/과세사업자 비영리 법인 계

단체 수 7 6 1 1 15

인원 수 1명 2명 3명 4명 계

단체 수 8 2 1 4 15

구분 주 강사 보조강사

인원 수 1명 2명 계 1명 2명 3명 4명 6명 계

단체 수 14 1 15 3 8 1 2 1 15

교육단체의 성격

교육단체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원*

근무형태에 따른 강사인원*

* 운영·진행 인원과 강사인력이 겹칠 수 있음

<표 Ⅲ-28>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성격 및 운영인력

□ 교육대상

○ 교육대상은 지역 주민(5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음

○ 교육대상자 모집단위는 동/면지역이 가장 많음(10개)

대상
지역 

주민

초등학

생
청소년 주부 귀농인

지역 

풍물반

시장

상인

마을

청년회

동 

부녀회

자활

여성 

참가자

요양보

호사

프로그램 수 5 1 2 1 3 1 1 1 1 1 1

피교육자 수 15명 18명 20명 30명 40명 42명 계

단체 수 4 1 5 2 2 1 15

구분 동 지역 면 지역 리(里)지역 구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계

프로그램 수 7 3 2 2 3 1 18

프로그램별 주된 교육대상(중복응답)

피교육자 인원

교육대상자 모집단위

<표 Ⅲ-29>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대상자 및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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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및 장르

○ 대부분의 단체(13개)에서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1개 2개 3개 계

단체 수 13 1 1 15

<표 Ⅲ-30>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수

○ 프로그램 18개 중 복합예술장르가 가장 많음(14개)

구분 교육 장르

시각예술 ◦ 벽화

공연예술 ◦ 풍물

복합예술

◦ 그림+설치미술+음악+사진+영화

◦ 놀이+미술+음악+영상

◦ 사진+기획+미술+문학+춤

◦ 글쓰기+사진

◦ 만들기+그림+지역탐방

◦ 직업체험+영상제작+전시

◦ 공방수업+제품제작+연극제작

◦ 사진+영상

◦ 지역역사+사진+만들기+그림+판소리+스토리텔링

◦ 사회통합문화예술교육(2)

◦ 합창+사진+스토리북

◦ 무용+음악+사진

◦ 지역문화+역사+생태체험

기타
◦ 원예

◦ 문학

<표 Ⅲ-31>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교육 장르

○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을 기반하며 복합예술 장르의 특징 지님

○ 지역적 특성에 기반 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

- 지역 문화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로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

-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공동체교육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

□ 교육체계 및 방법 

○ 강의형, 체험형, 실연형, 통합형,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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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속 기간

○ 15개 단체 중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가장 많음(10개)

지속연차 1년차 2년차 4년차 계

단체 수 10 4 1 15

<표 Ⅲ-32>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지속 기간

2)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추진경과

○ 2011년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 2011년 6월~12월에 진행됨. 인천, 안산, 구로 3개 산업단지 근로자 270여 명 대상으

로 아카펠라, 합창, 밴드 3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12년 사업 수혜자: 광주, 천안, 창원 등 7개 산업단지 근로자 277명 

- 제 2회 산업단지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 개최 (2012년 11월)

○ 2013년부터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

○ 2011~2013년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다음과 같음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선정 단체(시설) 3개 단체 12개 단체 15개 단체

<표 Ⅲ-33>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단체 수

□ 2013년 사업요약

○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간 화합 및 산업단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

취시키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지원

하는 사업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비 및 교육 진행비 지원



66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산업단지별 문화센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근로자 동아리 형

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설명회 추진

○ 근로자의 공연 콘텐츠 개발 및 발표회를 통해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

단이 주관

○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의를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단체를 

공모·심사·선정하여 단체 선정

○ 사업기간: 2013년 4월~12월(9개월)

○ 지원규모: 9개 국가산업단지, 22개 프로그램 지원

○ 소요예산: 450백만 원(1개 프로그램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교육대상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분야 프로그램

산업단지 근로자 수행단체 440백만 원
4개분야

(음악, 마술, 미디어, 국악)

1) 프로그램 지원

2) 관계자 워크숍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6,500천 원 1)관계자 워크숍

운영 3,500천 원
1) 자문 및 심사

2) 기타 진행비

합계 450백만 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별도 예산 지원(2억 원 내외) - 사업홍보 및 공연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활용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3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재구성

<표 Ⅲ-34>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2013) 

(2) 사업현황 

□ 사업목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체적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노사 간 

화합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

○ 산업단지 근로자와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 개발 

및 발표회 등 스스로 창조해내는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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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 선정

○ 선정된 단체/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진 조직

- 연간 계약강사 1인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

□ 교육대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CEO 및 근로자를 교육대상으로 함

○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주민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장르

○ 음악(악기, 합창), 마술, 미디어, 국악 등의 단일 장르 교육 진행

○ 2011년 시행부터 2013년까지 음악 장르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음

○ 수요조사를 통해 각 산업단지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방법

○ 교육은 주 1회 2~3시간으로 총 30회 진행

○ 강사비, 강사교통비, 교보재, 기자재, 현장학습, 결과발표 운영 경비 지원

○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

○ 산업단지별 문화센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동아리’ 형성 지

원 프로그램 운영

○ 산업단지 내 문화적 요소(활동공간과 기자재)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 지속 지원 및 연

말 종합발표회 참여

○ 교육과정 후반부에는 ‘산업단지 가족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 개최

□ 추진 및 전달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

단이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예산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사업을 기획 및 운영

- 운영단체 공모·심사 및 선정, 운영단체 및 실행기관 대상 사업설명회/워크숍 운영 

-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및 산업단지 추진 결과발표회 운영협조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희망분야 수요조사, 간담회와 현장방문, 

연간 사업 결과 발표회 기획 및 운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억 원 내외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여 사업홍보 및 공연화 

사업 관련 비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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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목표

교육대상

◦ 문화예술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

◦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 정착 

◦ 문화예술 소양 및 이해 향상

◦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통해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즐거움 제공

◦ 구성원 간의 소통 증대

<표 Ⅲ-35>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표

○ 운영단체는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를 운영하며 정산·결과보고

○ 추진절차: 사업계획 협의(문화부,진흥원,관련기관) ⇒ 사업계획수립 ⇒ 프로그램 운영단

체(진흥원) 및 참여기관(각 부처) 선정, 매칭(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기관 

사전방문 ⇒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확정 및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진흥원→운영단체) 

⇒ 프로그램 실행, 평가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그림 Ⅲ-4]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3) 2013년 사업 내역 

□ ‘2013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총 15개 사업계획서를 요약

하여 실제 사업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목표

○ 사업목표는 교육대상, 산업단지, 지역, 참여인력 및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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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목표

◦ 참여자의 정서 발달 및 창의성, 자신감 향상

◦ 자기 발전 추구 및 자아실현

◦ 작업 스트레스 해소

산업단지
◦ 산업단지에 대한 자긍심 및 유대감 향상

◦ 조직에 활기 불어넣음 

지역

◦ 문화예술 공연 및 봉사공연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 및 화합 유도

◦ 지역사회 활동으로 발전

참여인력 및 단체 ◦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자료: <2013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참고

□ 지역적 특성

○ 교육단체의 소재지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이 가장 많음(5개)

- 광역시는 인천(1), 광주(2), 부산(1), 울산(1)

- 기초지자체 시 지역은 구미(1), 춘천(1), 성남(2), 창원(1)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초지자체시 계

단체 수 5 5 5 15

<표 Ⅲ-36>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소재지

○ 사업 운영 지역은 기초지자체 시 가장 많음(9개)

- 기초지자체 시 지역은 구미(3), 안산(2), 창원(2), 부산(1), 천안(1)

- 광역시는 인천광역시(2), 울산광역시(1), 광주광역시(2), 부산광역시(1)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초지자체시 계*

단체 수 2 6 9 17

*2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있음

<표 Ⅲ-37>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운영 지역

□ 교육주체

○ 대부분 문화예술단체(6개), 문화예술교육단체(6개)가 운영

○ 주관단체 운영·진행 인원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음(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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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화예술단체/기관 문화예술교육단체/기관 지역사회단체 기타 계

단체 수 6 6 1 2 15

구분 임의단체
개인과세/

면세사업자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학교법인 계

단체 수 8 3 1 2 1 15

구분 핵심인력

인원 수 1명 2명 3명 4명 7명 10명 계

단체 수 2 7 1 2 2 1 15

구분 주 강사

인원 수 1명 2명 4명 8명 계

단체 수 4 8 2 1 15

교육단체의 성격

교육단체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원*

주 강사 인원*

* 운영·진행 인원과 강사인력이 겹칠 수 있음

<표 Ⅲ-38>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단체의 성격 및 인력

대상 산업단지 내 근로자

프로그램 수 17

피교육자 수 12명
15~20

명
20명

20~25

명
25명

20~30

명
30명 40명 계

프로그램 수 1 1 9 1 1 1 2 1 17

- 교육은 산업단지 내에서 진행

교육대상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수

피교육자 목표인원

피교육자와 교육장소와의 거리

<표 Ⅲ-39>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대상자 및 모집 단위

□ 교육대상

○ 모든 교육대상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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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및 장르

○ 15개 참여 단체 중 13개 단체에서 단일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수 1개 2개 계

단체 수 13 2 15

<표 Ⅲ-40>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수

○ 교육 장르는 음악(오카리나, 색소폰, 합창, 우쿨렐레, 밴드, 기타), 국악(풍물, 사물놀

이), 마술, 미디어 영상 포함

○ 전체 17개 프로그램 중 음악 교육이 가장 많음(14개)

○ 교육과정은 교육 장르에 대한 기초이해, 실습, 결과 발표회로 구성

□ 교육방법 및 체계 

○ 강의형, 체험형, 실연형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

□ 사업지속 기간

○ 올해 처음 시작한 단체가 가장 많음(6개) 

지속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단체 수 6 5 3 1 15

<표 Ⅲ-41>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지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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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사업 비교

1. 일반사항 비교

□ 5개 세부사업의 시작 연도, 예산, 지원기관의 특성, 지원기관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13)

□ 지역 주민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2010년 이후 실시되어 사업의 지속기

간은 별 차이 없음

○ 지역 특성화 사업이 2005년 처음 시작되었으나 이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

행했음(사업명: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특성화 사업은 2010년 사업명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

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교육대상으로 설정함

○ 사회적기업과 산업단지가 2011년, 시민 문화공간이 2012년 시작됨

□ 2013년 사업별 예산총액은 지역 특성화 사업이 가장 많음(58억 9천만 원)

○ 사회적기업 + 시민 문화공간 예산: 8억 4천만 원

○ 산업단지 예산: 4억 5천만 원

○ 지역 특성화 사업의 주관기관이 많은 데서 기인함

□ 2013년 주관기관별 예산지원액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6천만 원 이내로 가장 

많음

○ 지역 특성화는 5천만 원 이내, 산업단지는 3천만 원 미만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군(群) 사업의 육성의지를 보여줌

□ 2013년 세부사업별 지원기관(단체)은 지역 특성화가 480건(17개 시·도)으로 가장 많음

○ 산업단지: 15개 문화예술(교육)단체  

13) 아래에서는 5개 세부사업을 다음과 같이 줄여 씀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특성화(서울)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특성화(전북)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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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서울 전북

사업시작 

연도
2011년 2012년

2005년 취약계층 지원으로 시작

2010년 사업명 변경,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확대

2011년

2013년

예산

8억 4천만 원 58억 9천만 원 4억 5천만 원

기관별 6천만 원 

이내

기관별 6천만 

원 이내
기관별 5천만 원 이내

기관별 3천만 원 

이내

2013년

지원기관

(단체)

사회적기업 6개
생활/행정시설(

단체/기관) 6개

총 27개 

문화예술(교육)단체

총 40개 

문화예술(교육)단체

15개 

문화예술(교육)단체

<표 Ⅲ-42>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지속기간 및 예산

○ 지역 특성화(서울): 27개 문화예술(교육)단체

○ 지역 특성화(전북): 40개 문화예술(교육)단체

○ 사회적기업: 6개 사회적기업

○ 시민 문화공간: 6개의 생활/행정시설(단체/기관)

○ 전북지역의 사업(40개)이 서울지역(27개)보다 많은 것은 전북지역이 소규모 사업을 많

이 진행하기 때문임

2. 분석기준별 비교

1) 사업목표

□ 문화시민 육성, 시민문화 형성이란 목적을 공유하여 사업별로 큰 차이가 없음

○ 지역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일상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 주민의 주체성, 자발성, 자생성 등을 주요한 가치로 설정함

□ 모든 사업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주체적 시민, 지역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함

□ 사업별로 부수적인 기대효과가 약간 다르지만 사업목표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음

○ 사회적기업: 새로운 참여주체의 발굴

○ 시민 문화공간: 지역사회 공간을 중심으로 한 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 지역 특성화: 문화/경제적 소외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의 통합 강조

○ 산업단지: 기업 간, 근로자 간 교류, 노사협력을 기대효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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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사회적기업

○ 문화적 공공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생활권을 기반으로 주체적 시민 문

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

○ 생활주체의 자율성 강화 및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참여 주체 발굴 및 효율적 공공 지원 정책 도출

○ (예비)사회적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자립적 사업 운

영구조 확립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 지원 

시민 문화공간

○ 문화적 공공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생활권을 기반으로 주체적 시민 문

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 생활주체의 자율성 강화 및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참여 주체 발굴 및 효율적 공공 지원 정책 도출

○ 일상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 생활/행정시설(공간)을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에 기반 한 자립적 사업 운영 구조 확립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 지원

지역 특성화

○ 기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 지원정책을 넘어, 생활권 내에서 지

역 주민이 지속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환경에 기반 

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 지역 예술인과 주생활의 교류활동을 통한 문화적 소통 활성화

 - 지역 내 다양한 기반 시설에 문화예술교육 도입을 통한 거점 확대

 -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굴을 통한 창의적 활동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계기 마련

 - 문화․경제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

 - 세대, 계층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 계기 마련

산업단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체적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노

사 간 화합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 제고

○ 산업단지 근로자와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 

개발 및 발표회 등 스스로 창조해내는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표 Ⅲ-43>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사업목표

2) 교육주체14)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교육주체는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다름

○ 사회적기업은 모두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진행

○ 시민 문화공간은 교육주체가 다양함

- 문화예술(교육)단체 2개, 지역사회단체 2개, 사회적 협동조합 1개, 기타 1개

○ 문화예술관련 사회적기업, 공간을 확보한 문화예술단체가 교육 운영

○ 시민 문화공간에서는 임의단체/개인 사업자가 많음(6개 중 5개)

14)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진체계 모두 2013년 사업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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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주체

사회적기업

○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지닌 (예비) 사회적기업

○ 지원조건으로 전담인력 1명 의무화

○ 상근인력이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음(6개 중 3개)

○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심(6개 중 4개) 

○ 사업 1년차는 없음(연속사업 진행 중) 

○ 대부분 자체인력 활용

시민 문화공간

○ 공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시설(기관, 단체)

○ 지원조건으로 전담인력 1명 의무화

○ 임의단체(3개), 개인사업자(2개)가 많음

○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심(6개 중 4개) 

○ 대부분 자체인력 활용

○ 사업 1년차는 없음(연속사업 진행 중)

지역

특성화

서울

○ 문화예술교육역량을 지닌 단체/기관/시설(지역 특성화 공통)

○ 문화예술(교육)단체 중심(5개), 지역사회단체(2개) 활동

○ 주강사 1명 의무화(지역 특성화 공통)

○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력은 1명이 대부분(8개 중 7개)

○ 1년차 사업운영이 가장 많음(5개)

전북

○ 문화예술교육역량을 지닌 단체/기관/시설(지역 특성화 공통)

○ 문화예술(교육)단체(11개) 중심, 지역사회단체(3개) 활동 

○ 주강사 1명 의무화(지역 특성화 공통)

○ 프로그램 운영·진행 인력은 1명이 가장 많음(15개 중 8개)

○ 1년차 사업운영이 가장 많음(15개 중 10개)

<표 Ⅲ-44>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교육주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지원조건이 상이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전담인력 1명 의무화

○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연간 계약강사(주강사) 1명 의무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도시지역, 특히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단체의 활

동이 많음

○ 서울 소재(所在): 사회적기업(6개 중 4개), 시민 문화공간(6개 중 4개), 산업단지(15개 

중 5개)

○ 서울 및 광역시 소재(所在): 사회적기업(6개 중 5개), 시민 문화공간(6개 중 4개), 산업

단지(15개 중 10개)

○ 지역 특성화(전북): 시(市) 지역 소재(所在) 11개(전주시 7개), 군(郡) 지역 소재(所在) 

4개

○ 지역 특성화(서울): 사업의 지역 자체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내 단체가 운영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모두 연속사업(2년차 이상)을 진행하나, 다른 사

업에서는 1년차 운영단체가 더욱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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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주체

○ 운영단체는 전주시에 집중됨(15개 중 7개)

○ 운영단체 소재지는 시(市)지역 11개, 군(郡)지역 4개 

산업단지

○ 문화예술교육역량을 지닌 단체/기관

○ 문화예술(교육)단체 중심(15개 중 12개) 

○ 주강사 1명 의무화

○ 소재지는 서울특별시(5개), 광역시(5개), 기초 시(5개)

○ 1년차 사업운영이 가장 많음(15개 중 6개)

구분 교육대상

사회적기업

○ 사업지역 서울 중심(6개 중 4개): 소재지와 일치함

○ 교육대상 모집단위: 시(市)단위가 가장 많음(3개), 동(洞) 1개, 구(區) 1개

○ 29개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지역 주민 5개, 어린이/청소년 5개, 누구나 4개(명확

한 교육대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시민 문화공간

○ 사업지역은 서울 3개, 기타 4개: 교육단체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음

○ 교육대상 모집단위: 시(市) 2개, 구(區) 2개, 동(洞) 1개, 군(郡) 1개

○ 36개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지역 주민 15개

<표 Ⅲ-45>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교육대상

3) 교육대상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교육지역은 서울 중심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 서울 중심(6개 중 4개, 6개 중 3개)

○ 지역 특성화(전북): 시지역 10개 > 군지역 5개, 전주시 중심(15개 중 6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교육대상자 모집단위가 가장 큼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시(市)단위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수행지역이 대도시인 데서 기인함

○ 지역 특성화(서울): 구(區), 동(洞)단위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 특성화(전북): 동(洞), 면(面)단위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관사업은 지역 

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함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주민 일반

○ 산업단지: 단지 내 근로자와 CEO를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주민 참여 가능

○ 지역 특성화(서울): 지역 내 주부(중년 여성) 대상 프로그램이 많은 특성을 보임

○ 지역 특성화(전북): 특정한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많은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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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대상

지역

특성화

서울
○ 19개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모집단위: 구(區) 13개, 동(洞) 5개, 서울시 전체 1개

○ 20개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지역 내 주부 5개, 지역 주민 5개, 학생 5개  

전북

○ 사업지역 시지역 중심(15개 중 10개): 특히 전주시 중심 15개 중 6개

○ 교육대상 모집단위: 동(洞) 지역 7개, 면 지역 3개, 시 지역 3개

○ 18개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지역 주민 5개, 특정대상(귀농인, 마을풍물반, 지역상

인, 마을청년회, 동부녀회) 사업이 많음

산업단지

○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 및 CEO

○ 산업단지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도 참여가능

○ 서울지역 5개, 광역시 지역 5개, 기초 시지역 5개

4)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은 특정한 예술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 실시

○ 공연예술, 목공, 공예, 만화, 그림책 등 예술장르가 매우 다양

○ 주관단체별로 복수(複數)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 특성화 사업은 복합예술을 포함한 예술장르별 교육 실시

○ 주관단체는 대체로 1개의 프로그램 운영

□ 산업단지 사업은 음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15개 주관단체 중 13개 단체에서 1개의 프로그램 운영

구분 교육대상

사회적기업

○ 특정한 예술장르에 한정되지 않음

 - 공연예술, 제작, 지역여행 등 프로그램이 다양함 

○ 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29개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하고자 노력함

시민 문화공간

○ 특정한 예술장르에 한정되지 않음

 - 교육장르는 제작(디자인, 공예, 목공), 공연예술(연극, 음악), 만화/그림책, 생활정

보/요리, 지역공동체 탐방, 공동체 놀이 등

○ 주관단체는 4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성화

서울

○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관련 교육 진행

○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하고자 노력함

○ 주관단체는 1개-2개의 프로그램 운영

전북

○ 18개 프로그램 중 복합예술이 14개로 가장 많음

○ 지역의 역사/문화 활용, 지역 문화자원 발굴

○ 대부분의 단체에서 1개의 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 ○ 단일예술교육 장르 중심(특히 음악 프로그램)

<표 Ⅲ-46>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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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방법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은 공통적으로 강의, 실연, 체험, 통합형 프

로그램, 워크숍 등을 실시함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은 정해진 수업차수가 없지만 지역 특성화와 산업단지는 

30회 수업을 진행함

□ 시민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단지는 동아리 형성과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음

구분 교육방법

사회적기업
○ 정해진 수업횟수가 없음

○ 강의, 실연, 체험, 통합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시민 문화공간

○ 정해진 수업횟수가 없음

○ 강의, 실연, 체험, 통합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 제안할 수 있음

○ 마을 공동체와 공유 프로그램

○ 1박 2일 캠프 

지역

특성화

서울
○ 30회 수업 진행

○ 강의, 실연, 체험, 통합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전북
○ 30회 수업 진행

○ 강의, 실연, 체험, 통합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산업단지

○ 30회 수업 진행

○ 강의, 실연 중심의 프로그램

○ 동아리 형성과 종합발표회 진행

<표 Ⅲ-47>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교육방법

6) 추진 및 협력체계

□ 지역 특성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 총괄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산지원, 사업총괄)-주관단체

○ 산업단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산지원, 사업총괄)-한국산업단지공단(예산 2억 원 

지원, 수요조사)-주관단체

□ 지역 특성화 사업은 광역지자체 내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총괄

○ 예산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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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 및 협력체계

사회적기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단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운영 총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시민 문화공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단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운영 총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충원, 공간조성 등 운영비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화

서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주관단체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컨설팅 지원

전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자체—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주관단체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 총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컨설팅 지원

○ 광역지자체: 예산 1대1 매칭

산업단지

○ 문화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주관단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운영 총괄

○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조사, 현장방문, 2억 원 예산지원

<표 Ⅲ-48>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유관사업 비교: 추진 및 협력체계

7) 사업계획서 비교

□ 사업목표는 공통되게 주체적인 시민 양성, 지역사회 시민문화 육성을 언급하여 세부

사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포함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지

향함

○ 현재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대부분은 문화시민 

양성을 지향함

○ 문화시민의 구성요인을 주체적/지속적 참여, 지역사회 또는 생활권역 공동체 등으로 인식

□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획집단이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방향을 공감하지만 구

체적인 추진방법을 찾지 못함

○ 문화시민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접근하기보다 ‘새로운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발굴’로 접근함

○ 세부사업별 교육목표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는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에서 비

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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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명시적으로 ‘새로운 참여주체’ 발굴 언급

- 지역 특성화: 기존의 소외계층 대상을 벗어나 생활권 내 지역 주민의 자생적 문화예

술 향유기반 확대를 꾀함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시민 양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을 유관사업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목표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모두 ‘문화시민 양성’을 중요

하게 인식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지향

○ 교육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설정하여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강의, 체험, 실연, 워크숍 등 유사한 형태로 교육을 운영

○ 서울 및 도시지역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짐 

□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유관사업보다 개인의 ‘주체성’ 함양에 더욱 적극적임

-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참여주체 발굴’에 집중

- 지역 특성화는 생활권 내 지역 주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에 초점

- 산업단지는 문화시민으로서의 근로자 양성에 초점

○ 교육단체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문화예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까지 

폭넓게 포괄함

- 유관사업은 문화예술단체가 주된 교육단체임

○ 교육내용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문화 및 생활, 일상의 범주까지 아우름

- 유관사업은 주로 문화예술 장르에 한정

○ 교육방법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지정된 수업횟수(최소 30회)와 강사계약 

의무 등 지정된 사항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유관사업은 지정된 수업횟수(최소 30회)와 강사계약 의무 등 지정된 사항이 있음

○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유관사업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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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공통점

사업목표
○ 시민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모두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향

 - 문화시민 양성을 지향하며 문화시민의 구성요인을 유사하게 인식

교육대상 ○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교육방법 ○ 강의, 체험, 실연, 워크숍 등 유사

사업지역 ○ 서울과 도시지역 중심으로 교육 진행

차이점

교육목표 ○ 사회적기업: 새로운 참여주체 발굴

○ 지역 특성화: 생활권 내 지역 주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향유기반 확대 꾀함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시

민 양성

교육주체 ○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포괄 ○ 문화예술 관련 단체 

교육내용 ○ 문화, 생활, 일상의 모든 것까지 확대 ○ 문화예술 장르 

교육방법 ○ 자율성 보장 ○ 30회 교육, 연간계약강사 의무화 

사업예산 ○ 비교적 예산 지원액 많음 ○ 비교적 예산 지원액 적음 

<표 Ⅲ-49> 사업계획서 비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vs 유관사업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달성

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업진행 결과를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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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설문조사

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사례조사

제3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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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군(群) 세부사업

대상단체(개)  응답자(명)

대상 

단체

응답

단체

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6 6 21 26

Ⅳ.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

제1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1) 조사명: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조사

(2) 조사목적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자와 참여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진행

현황, 사업효과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3) 조사방법 및 대상

□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육사업 운영자와 교육 참여자로 나뉨(설문내용이 다름)

○ 설문에 응답한 교육 운영자는 120명(38개 단체)

○ 설문에 응답한 교육 참여자는 419명(38개 단체)

□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음

○ 5개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 이메일로 설문 발송

○ 진행단체에서 운영자(강사 포함)와 교육 참여자가 설문지에 자계식 기입

○ 진행단체에서 운영자와 교육 참여자가 응답한 설문을 취합하여 연구진에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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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군(群) 세부사업

대상단체(개)  응답자(명)

대상 

단체

응답

단체

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

대상확대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6 6 36 107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15 13 29 172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 7 24 57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5 6 10 57

총 계 50 38 120 419

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기대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 현재 

 - 미래 

□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기대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 인지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 프로그램의 일반 현황 

○ 지속 기간 

○ 진행인력(운영자, 강사)의 수 

○ 교육 대상자의 수 

 - 목표 인원 

 - 현재 인원 

 - 목표대비 현재 인원 비율 

○ 프로그램 진행 지역 

○ 교육대상자 설정

 - 교육 대상자 설정 

 - 교육 대상자 모집 단위 

□ 프로그램 참여

○ 참여 기간 

○ 참여 이유 

○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취득 

○ 프로그램 참여 동반자 

○ 교육장소 

(4) 조사기간

□ 2013. 10. 7 ― 11. 13

(5)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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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

□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프로그램의 목표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 반영 

○ 교육주체의 전문성 

○ 추진 및 협력 체계: 지역의 자원활용 

○ 교육방법

 - 교육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 교육 대상자의 협력 

○ 프로그램 내용

 - 일상의 문화예술 

 - 프로그램의 공동체성 

○ 프로그램의 지속성

 - 차년도 진행 의향(예산지원) 

 - 차년도 진행 의향(예산 미지원)

○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 교육 대상자의 모임구성 

 - 교육 대상자의 공동체성 함양 

 - 교육 대상자의 예술감수성 증진 

 - 교육 대상자의 일상의 표현능력 증진

○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 프로그램의 목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여부

○ 교육주체의 전문성 

○ 추진 및 협력 체계: 지역의 자원활용 

○ 교육방법

 - 교육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 교육 대상자의 협력 

○ 프로그램 내용

 - 일상의 문화예술 

 - 프로그램의 공동체성 

○ 프로그램의 지속성

 - 차년도 참여의향 

 - 프로그램 타인 추천의향 

○ 프로그램의 효과

 - 교육 대상자의 모임구성 

 - 교육 대상자의 공동체성 함양 

 - 교육 대상자의 예술감수성 증진 

 - 교육 대상자의 일상의 표현능력 증진 

○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원방향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 정책 지원방향 

2) 분석기준 및 응답자 속성

(1) 분석기준

□ 운영자와 교육 참여자를 분리하여 분석 및 비교

○ 운영자와 참여자 설문 개별분석

○ 동일 문항에 한하여 운영자와 참여자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 세부사업별 차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둠

○ 세부사업별 비교

- 사회적기업 vs 시민 문화공간 vs 산업단지 vs 지역 특성화(서울) vs 지역 특성화(전

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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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비교15)

- 시민교육 전체 vs 산업단지 vs 지역 특성화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기본통계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구분 사례수

문화예술 

매개로 

문화시민 양성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주민)대상 

교육

계

사업군(群) 

시민교육 전체 100.0

산업단지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00.0

시민 문화공간 100.0

산업단지 100.0

지역 특성화(서울)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0.0

<표 Ⅳ-1> 설문조사 표 작성양식: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통계표 작성 및 분석에서는 사업명을 다음과 같이 줄여 씀

-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확대 사업 → 시민교육 전체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산업단지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특성화 전체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 시민 문화공간

-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특성화(서울)

-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특성화(전북)

□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변수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술하지 않음

(2) 응답자 속성

□ 운영자용 설문 응답자는 총 120명임

○ 사회적기업 21명(17.5%), 시민 문화공간 36명(30.0%), 산업단지 29명(24.2%), 지역 특

15)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공통점이 있을 때, 그리고 지역 특성화(서울)와 지역 특성화(전북)이 공통점
이 있을 때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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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서울) 24명(20.0%), 지역 특성화(전북) 10명(8.3%)

○ 참여자 설문응답과 비교하여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에서 응답

자 비율이 높음

　 응답자 수(명) 비율(%)

[전     체] (120) 100.0

사 업 군

시민교육 전체 (57) 47.5

산업단지 (29) 24.2

지역 특성화 전체 (34) 28.3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17.5

시민 문화공간 (36) 30.0

산업단지 (29) 24.2

지역 특성화(서울) (24) 20.0

지역 특성화(전북) (10) 8.3

단 체

생활 문화예술단체 (54) 45.0

생활 문화예술교육단체 (36) 30.0

지역 사회단체 (17) 14.2

지역문화시설 (5) 4.2

기타 (8) 6.7

지역구분 1

대도시 (88) 73.3

중소도시 (30) 25.0

군지역 (2) 1.7

지역구분 2
수도권 (64) 53.3

비수도권 (56) 46.7

사업기간
1년차 (44) 36.7

2년차 이상 (76) 63.3

사업지역

대도시 (84) 70.0

중소도시 (30) 25.0

군지역 (6) 5.0

<표 Ⅳ-2> 설문조사 응답자 속성: 교육 운영자

□ 참여자용 설문 응답자는 총 419명임16)

○ 사회적기업 26명(6.2%), 시민 문화공간 107명(25.5%), 산업단지 172명(41.1%), 지역 

특성화(서울) 57명(13.6%), 지역 특성화(전북) 57명(13.6%)

○ 운영자 설문응답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에서 응답자 비율이 높음 

16) 교육 참여자는 교육 대상자, 피(被)교육자를 의미함. (교육) 참여자, 교육 대상자, 피교육자를 혼용하여 기술
함. 예를 들어, ‘교육참여 정도’를 기술할 때, ‘교육 참여자’의 교육참여 정도는 어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교육자’의 교육참여 정도라고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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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수(명) 비율(%)

[전     체] (419) 100.0

사 업 군

시민교육 전체 (133) 31.7

산업단지 (172) 41.1

지역 특성화 전체 (114) 27.2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6.2

시민 문화공간 (107) 25.5

산업단지 (172) 41.1

지역 특성화(서울) (57) 13.6

지역 특성화(전북) (57) 13.6

성    별
남자 (122) 29.1

여자 (297) 70.9

연    령

20대 (85) 20.3

30대 (108) 25.8

40대 (106) 25.3

50대 이상 (120) 28.6

지역구분 1

대도시 (210) 50.2

중소도시 (193) 46.2

군지역 (15) 3.6

지역구분 2
수도권 (210) 50.1

비수도권 (209) 49.9

참여 경력
1년차 (287) 68.5

2년차 이상 (132) 31.5

<표 Ⅳ-3> 설문조사 응답자 속성: 교육 참여자

2. 조사결과 및 분석

2-1. 운영자 조사결과

1)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1)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①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기대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사

업별로 다른 응답이 나타남 

○ 시민 문화공간(80.6%), 사회적기업(66.6%), 지역 특성화(서울)(62.5%)에서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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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더 많음

○ 지역 특성화(전북)(60.0%), 산업단지(55.1%)에서는 ‘동일/유사’하다는 응답이 더 많음

□ 이 같은 차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인식의 차이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이 분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분화가 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목표와 기대효과가

계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1.8 22.8 63.2 12.3 100.0

산업단지 (29) 17.2 37.9 20.7 24.1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4) 8.8 35.3 55.9 -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4.8 28.6 57.1 9.5 100.0

시민 문화공간 (36) - 19.4 66.7 13.9 100.0

산업단지 (29) 17.2 37.9 20.7 24.1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4.2 33.3 62.5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20.0 40.0 40.0 - 100.0

<표 Ⅳ-4>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운영자 설문

②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 및 관심 증가’, ‘일상의 문화

예술 표현 능력 개발’로 인식

○ 사회적기업(76.2%), 시민 문화공간(77.8%), 지역 특성화(서울)(66.7%)에서는 ‘문화예술

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증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산업단지(62.1%), 지역 특성화(전북)(80.0%)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체험기회 제공’이란 응답은 지역 특성화(전

북)(50.0%), 사회적기업(38.1%), 산업단지(37.9%)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서울지역 활동단체에서는 문화교육으로 접근한다면 지방에서는 예술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지역 활동단체에서는 일반인의 시민성에 초점을 둔다면, 지역에서는 취약계

층의 예술활동에 초점을 두는 결과로 보임 



92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문화예술

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 증가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취약계층

의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제공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의 

개발

창의성 

상상력 

의개발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 

사교

육비 

절감

기타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77.2 63.2 26.3 12.3 15.8 3.5 - 1.8

산업단지 (29) 48.3 62.1 37.9 24.1 10.3 13.8 3.4 -

지역 특성화 전체 (34) 58.8 61.8 32.4 14.7 20.6 11.8 - -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76.2 61.9 38.1 9.5 9.5 - - 4.8

시민 문화공간 (36) 77.8 63.9 19.4 13.9 19.4 5.6 - -

산업단지 (29) 48.3 62.1 37.9 24.1 10.3 13.8 3.4 -

지역 특성화(서울) (24) 66.7 54.2 25.0 16.7 29.2 8.3 - -

지역 특성화(전북) (10) 40.0 80.0 50.0 10.0 - 20.0 - -

<표 Ⅳ-5>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중복응답): 운영자 설문

③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 세부사업별로 자신의 사업군(群)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범부처 

협력문화예술 

교육 지원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73.7 19.3 1.8 5.3 100.0

산업단지 (29) 3.4 13.8 72.4 10.3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4) 14.7 70.6 - 14.7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71.4 9.5 4.8 14.3 100.0

시민 문화공간 (36) 75.0 25.0 - - 100.0

산업단지 (29) 3.4 13.8 72.4 10.3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20.8 66.7 - 12.5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 80.0 - 20.0 100.0

<표 Ⅳ-6>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운영자 설문

(2)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과의 관계는 사업군(群)별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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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차이점을, 다른 사업군에서는 공통점을 강조

○ 동일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도 시민 문화공간(83.3%)이 사회적기업

(61.9%)보다 차이점을 강조

○ 공통점 강조는 산업단지(82.8%)가 지역 특성화(전북)(70.0%), 지역 특성화(서

울)(62.5%)보다 많음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은 스스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한다고 인지한 결과

로 보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공통점이 더 많다 차이점이 더 많다 모름 /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22.8 75.4 1.8 100.0

산업단지 (29) 82.8 17.2 -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4) 64.7 35.3 -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33.3 61.9 4.8 100.0

시민 문화공간 (36) 16.7 83.3 - 100.0

산업단지 (29) 82.8 17.2 -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62.5 37.5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70.0 30.0 - 100.0

<표 Ⅳ-7>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운영자 설문

2)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기대효과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시민성)과 대상(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으로 보는 관점

이 혼재

○ 내용(문화시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지역 특성화(전북)(60.0%)에서, 대상으로 인식하

는 관점은 사회적기업(61.9%), 산업단지(58.6%)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사업군(群)과 관계없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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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시민 

양성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양성

일상생활을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할 

수 있는 시민 

양성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양성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27) 22.2 48.1 11.1 18.5 100.0

산업단지 (12) 33.3 8.3 33.3 25.0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8) 44.4 16.7 27.8 11.1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8) 50.0 12.5 12.5 25.0 100.0

시민 문화공간 (19) 10.5 63.2 10.5 15.8 100.0

산업단지 (12) 33.3 8.3 33.3 25.0 100.0

지역 특성화(서울) (12) 25.0 16.7 41.7 16.7 100.0

지역 특성화(전북) (6) 83.3 16.7 - - 100.0

<표 Ⅳ-9>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운영자 설문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문화예술을 매개로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47.4 52.6 100.0

산업단지 (29) 41.4 58.6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4) 52.9 47.1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38.1 61.9 100.0

시민 문화공간 (36) 52.8 47.2 100.0

산업단지 (29) 41.4 58.6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50.0 50.0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60.0 40.0 100.0

<표 Ⅳ-8>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운영자 설문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문화시민)으로 인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대효과를 질문

□ 세부사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응답사례가 작아서 일반화하기 어려움

○ 협력하는 시민(공동체성)이란 응답은 지역 특성화(전북)(83.3%), 사회적기업(50.0%)에

서 상대적으로 많음

○ 자율적/주체적 시민(주체성)이란 응답은 시민 문화공간(63.2%)에서 많음

○ 일상의 문화예술 표현(일상의 문화예술)이란 응답은 지역 특성화(서울)(41.7%), 산업단

지(33.3%)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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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의 일반 현황

(1) 지속기간

□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의 지속 기간은 지역 특성화(전북)(1.1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음(1.9년-2.5년)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은 시범사업일지라도 연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응답보다는 지속기간이 다소 길 것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21.1 63.2 15.8 - - 100.0

산업단지 (29) 41.4 13.8 41.4 3.4 -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4) 58.8 14.7 - 11.8 14.7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38.1 19.0 42.9 - - 100.0

시민 문화공간 (36) 11.1 88.9 - - - 100.0

산업단지 (29) 41.4 13.8 41.4 3.4 -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45.8 16.7 - 16.7 20.8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90.0 10.0 - - - 100.0

<표 Ⅳ-10> 교육 프로그램 지속기간: 운영자 설문

(2) 진행 인력(운영자, 강사)의 수

□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의 진행인력(운영자, 강사)의 수는 지역 특성화가 상대

적으로 작음(지역 특성화(서울) 5.8명, 지역 특성화(전북) 5.7명)

□ 시민 문화공간의 진행인력(10.8명)이 많은 것은 임의단체의 인원수를 기입한 데서 비

롯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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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명 미만 5~9명 10~14명 15~19명
20명 

이상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8.8 38.6 28.1 24.6 - 100.0 9.8

산업단지 (29) 17.2 51.7 27.6 - 3.4 100.0 7.6

지역 특성화 전체 (34) 35.3 58.8 5.9 - - 100.0 5.8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9.5 61.9 23.8 4.8 - 100.0 8.0

시민 문화공간 (36) 8.3 25.0 30.6 36.1 - 100.0 10.8

산업단지 (29) 17.2 51.7 27.6 - 3.4 100.0 7.6

지역 특성화(서울) (24) 29.2 70.8 - - - 100.0 5.8

지역 특성화(전북) (10) 50.0 30.0 20.0 - - 100.0 5.7

<표 Ⅳ-11> 교육 프로그램 지속인력(운영자, 강사)의 수: 운영자 설문

(3) 교육 대상자의 수

① 목표 인원

□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목표인원은 지역 특성화(전북)가 상대적으로 

적음(20.5명)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명 

미만

10~19

명

20~29

명

30~49

명

50~99

명

100명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10.5  - 15.8 10.5 12.3 42.1  8.8 100.0 30.5

산업단지 (29)  - 20.7 24.1 20.7  3.4 27.6  3.4 100.0 28.7

지역 특성화 전체 (34) 38.2 - 32.4 14.7 14.7 - - 100.0 24.3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28.6  -  -  4.8 19.0 23.8 23.8 100.0 29.1

시민 문화공간 (36)  - - 25.0 13.9  8.3 52.8 - 100.0 31.2

산업단지 (29)  - 20.7 24.1 20.7  3.4 27.6  3.4 100.0 28.7

지역 특성화(서울) (24) 50.0  -  8.3 20.8 20.8 - - 100.0 26.3

지역 특성화(전북) (10) 10.0 - 90.0 - - - - 100.0 20.5

<표 Ⅳ-12> 교육 프로그램 목표 인원: 운영자 설문

② 현재 인원

□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 교육 참여자 수는 시민 문화공간(35.8명)과 산업단지

(29.6명)이 상대적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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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공간은 공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인원이 많은 것

으로 보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명 

미만

10~19

명

20~29

명

30~49

명

50~99

명

100명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24.6  7.0 17.5 17.5 21.1 3.5  8.8 100.0 30.7

산업단지 (29) 24.1 24.1 24.1  3.4 20.7 -  3.4 100.0 29.6

지역 특성화 전체 (34) 38.2 44.1 2.9 14.7 - - - 100.0 14.3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42.9  -  4.8 19.0  - 9.5 23.8 100.0 17.6

시민 문화공간 (36) 13.9 11.1 25.0 16.7 33.3 -  - 100.0 35.8

산업단지 (29) 24.1 24.1 24.1  3.4 20.7 -  3.4 100.0 29.6

지역 특성화(서울) (24) 41.7 37.5 - 20.8 - -  - 100.0 14.1

지역 특성화(전북) (10) 30.0 60.0 10.0  - - -  - 100.0 14.9

<표 Ⅳ-13> 교육 프로그램 현재 인원: 운영자 설문

(4) 프로그램 진행 지역

□ 사회적기업은 프로그램을 서울중심으로 운영(71.4%)

○ 실제 6개 사업 중 4개가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

□ 시민 문화공간은 서울과 울산 지역에서 응답을 많이 한 결과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47.4 - - - 1.8 21.1  8.8 14.0 - - -  7.0

산업단지 (29)  13.8 20.7 17.2 17.2 - -  6.9 - - 6.9 17.2 -

지역 특성화 전체 (34)  70.6 - - - - - - -  29.4 - - -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71.4 - - - 4.8  - 23.8 - - - - -

시민 문화공간 (36)  33.3 - - - - 33.3  - 22.2 - - - 11.1

산업단지 (29)  13.8 20.7 17.2 17.2 - -  6.9 - - 6.9 17.2

지역 특성화(서울) (24) 100.0 - - - - - - - - - - -

지역 특성화(전북) (10) - - - - - - - - 100.0 - - -

<표 Ⅳ-14>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역: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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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대상자 설정

① 교육 대상자 설정(지역 내 일반인 vs 지역 내 특정계층)

□ 사회적기업(81.0%)과 시민 문화공간(75.0%)은 사업 취지(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

[群])에 따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특정계층을 교육대상으로 설정하는 비율이 지역 특성화(전북)(70.0%)와 지역 특성화

(서울)(58.3%)에서 높은 것은 지역 특성화 사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보

여줌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인근) 지역 

주민 일반

(인근) 지역 내 

특정 계층
모름 / 무응답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77.2 21.1 1.8 100.0 9.8

산업단지 (29) 27.6 69.0 3.4 100.0 7.6

지역 특성화 전체 (34) 38.2 61.8 - 100.0 5.8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81.0 14.3 4.8 100.0 8.0

시민 문화공간 (36) 75.0 25.0 - 100.0 10.8

산업단지 (29) 27.6 69.0 3.4 100.0 7.6

지역 특성화(서울) (24) 41.7 58.3 - 100.0 5.8

지역 특성화(전북) (10) 30.0 70.0 - 100.0 5.7

<표 Ⅳ-15> 교육 대상자 설정(지역 내 주민 모두 vs 지역 내 특정계층): 운영자 설문

② 교육 대상자 모집 단위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는 ‘같은 시/군/구에서 모집

한다’는 응답이 ‘같은 동네’, ‘같은 읍/면/동’보다 많음

○ 산업단지는 관리공단 지사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모집할 수밖에 

없음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전북)는 현실적으로 ‘읍/면/동’, ‘마을’ 단위로 

모집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지역 특성화(서울)를 제외하고는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라는 계획과 다소 다른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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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같은 

마을(동네)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같은 

광역시

/ 광역도

모름 /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35.1 14.0 49.1  1.8 - 100.0

산업단지 (29) 20.7 10.3 51.7 13.8 3.4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4) 50.0 14.7 26.5  8.8 -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33.3 - 61.9  4.8 - 100.0

시민 문화공간 (36) 36.1 22.2 41.7  - - 100.0

산업단지 (29) 20.7 10.3 51.7 13.8 3.4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58.3 12.5 20.8  8.3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30.0 20.0 40.0 10.0 - 100.0

<표 Ⅳ-16> 교육 대상자 모집 단위: 운영자 설문

4)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① 진행 프로그램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00%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2) 100.0 - 100.0

산업단지 (26)  80.8 19.2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0)  96.7  3.3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9) 100.0 - 100.0

시민 문화공간 (33) 100.0 - 100.0

산업단지 (26)  80.8 19.2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1)  95.2  4.8 100.0

지역 특성화(전북) (9) 100.0 - 100.0

<표 Ⅳ-17> 진행 프로그램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특성 반영: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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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행 프로그램의 목표

□ 진행 프로그램의 목표를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타인과 공동

체에 대한 공감능력 확산’이라고 응답

○ 이 같은 응답은 특히 지역 특성화(서울)(91.7%), 시민 문화공간(88.9%)에서 높게 나타남

□ 진행 프로그램의 목표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군(群), 지역 특성화(서울): 공동체성을 사회(시민) 문화예술교육 일

반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가치로 인식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 사회(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일상의 표현능력 향상

이라고 보지만, 진행 중인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성으로 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공동체성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결과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문화예술

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증가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취약계층

의 

문화예술 

교육/체

험기회 

제공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의 

개발

창의성

과 

상상력

의 개발

예술인

의 

일자리 

창출

예술 

사교육

비 절감

모름/ 

무응답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82.5 78.9  7.0  8.8  8.8  3.5  5.3 1.8

산업단지 (29) 62.1 62.1 34.5 24.1 10.3  6.9 - -

지역 특성화 전체 (34) 88.2 55.9 29.4  2.9  8.8 14.7 - -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71.4 66.7 19.0 14.3 -  9.5 14.3 -

시민 문화공간 (36) 88.9 86.1  -  5.6 13.9 - - 2.8

산업단지 (29) 62.1 62.1 34.5 24.1 10.3  6.9 - -

지역 특성화(서울) (24) 91.7 66.7 20.8  4.2  4.2 12.5 - -

지역 특성화(전북) (10) 80.0 30.0 50.0 - 20.0 20.0 - -

<표 Ⅳ-18> 진행 프로그램의 목표(중복응답):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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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운영 평가17)

□ 프로그램을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진체계로 나누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교육주체: 전문성

○ 교육내용: 일상생활과 프로그램의 연계, 지역사회 관련성

○ 교육방법: 피교육자의 참여, 피교육자의 협력

○ 추진체계: 지역자원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① 교육주체의 전문성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28점(5점 만점)을 넘어서 스스로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함

□ 스스로의 전문성 평가는 시민 문화예술교육군(群)보다 다른 사업군에서 점수가 더욱 

높음

○ 지역 특성화(서울)(4.74) > 산업단지(4.68) > 지역 특성화(전북)(4.56) > 시민 문화공간

(4.48) > 사회적기업(4.28)

○ 사회적기업의 평가가 낮은 것은 스스로의 기대수준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시민 문화공간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평가가 낮은 것으

로 보임

○ 지역 특성화(서울)는 서울소재 문화예술단체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결과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 스스로 평가하는 전문성이 낮다는 점은 향후 발전 

가능성(스스로의 노력)과 현재의 문제점(교육사업 진행)을 동시에 보여줌

② 교육내용

②-① 교육내용: 일상의 문화예술

□ 산업단지를 제외한 응답자 집단에서 4.22점(5점 만점)을 넘어서 일상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공간(4.61) > 지역 특성화(전북)(4.44) > 사회적기업(4.28) > 지역 특성화(서

울)(4.22) > 산업단지(3.64)의 순서로 나타남

17) 자세한 내용은 <표 Ⅳ-21>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평가: 운영자 설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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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공간은 예술 기능위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점수

가 높음

○ 사회적기업이 일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점수가 낮은 것은 스스로

의 기대수준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는 장르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임

②-② 교육내용: 지역사회 관련성

□ 산업단지를 제외한 응답자 집단에서 4.17점(5점 만점)을 넘어서 교육내용이 마을과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39) > 시민 문화공간(4.25) > 지역 특성화(전북)(4.22) > 사회적기

업(4.17) > 산업단지(3.71)의 순서로 나타남

□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②-③ 교육내용: 종합

□ 프로그램의 일상과 지역사회 관련성을 종합해보면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전북), 

지역 특성화(서울), 사회적기업, 산업단지의 순서로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시민공간의 점수가 높고, 사회적기업이 낮은 특

성을 보임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1) 84.1 14.9 1.0 100.0 4.36

산업단지 (28) 62.5 28.6 8.9 100.0 3.68

지역 특성화 전체 (32) 82.8 15.6 1.6 100.0 4.31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8) 77.8 22.2 - 100.0 4.22

시민 문화공간 (33) 87.5 10.9 1.5 100.0 4.43

산업단지 (28) 62.5 28.6 8.9 100.0 3.68

지역 특성화(서울) (23) 78.3 19.6 2.2 100.0 4.30

지역 특성화(전북) (9) 94.4  5.6 - 100.0 4.33

<표 Ⅳ-19> 교육 프로그램 내용 종합(일상성과 지역성):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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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방법

③-① 교육방법: 피교육자의 참여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11점(5점 만점)을 넘어서 운영진의 일방적인 운용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공간(4.79) > 산업단지(4.39) > 지역 특성화(서울)(4.35) > 지역 특성화(전

북)(4.33) > 사회적기업(4.11)의 순서로 나타남

○ 교육내용과 마찬가지로 시민 문화공간의 점수가 높고, 사회적기업의 점수가 낮은 특성

을 보임

③-② 교육방법: 피교육자 간의 협력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06점(5점 만점)을 넘어서 피교육자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공간(4.82) > 지역 특성화(서울)(4.22) = 지역 특성화(전북)(4.22) > 산업단지

(4.11) > 사회적기업(4.06)의 순서로 나타남

○ 시민 문화공간에서 교육참여자의 협력 점수가 매우 높은 특성을 보임

③-③ 교육방법: 종합

□ 프로그램의 일상과 지역사회 관련성을 종합해보면 시민 문화공간(4.80), 지역 특성화

(서울)(4.28) = 지역 특성화(전북)(4.28), 산업단지(4.25), 사회적기업(4.08)의 순서로 

나타남

□ 교육내용과 마찬가지로 시민공간의 점수가 높고, 사회적기업이 낮은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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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1) 89.2  8.8 2.0 100.0 4.55

산업단지 (28) 76.8 21.4 1.8 100.0 4.25

지역 특성화 전체 (32) 84.4 14.1 1.6 100.0 4.28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8) 72.2 22.2 5.6 100.0 4.08

시민 문화공간 (33) 98.5  1.5 - 100.0 4.80

산업단지 (28) 76.8 21.4 1.8 100.0 4.25

지역 특성화(서울) (23) 84.8 15.2 - 100.0 4.28

지역 특성화(전북) (9) 83.3 11.1 5.6 100.0 4.28

<표 Ⅳ-20> 교육방법 종합(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운영자 설문

④ 추진체계: 지역자원의 활용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18점(5점 만점)을 넘어서 지역 문화기관(단체)와 협력하고 있

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전북)(4.56) > 시민 문화공간(4.55) > 사회적기업(4.50) > 지역 특성화(서

울)(4.43) > 산업단지(4.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 지역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민 문화공간의 점수가 높음

○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과는 다르게 사회적기업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⑤ 프로그램 운영평가 종합

□ 교육운영자는 전문성, 내용, 방법, 추진체계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

□ 시민 문화공간에서 모든 측면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함

□ 사회적기업은 지역자원 활용을 제외하고는 지역 특성화보다 만족도가 낮아서 스스로

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거나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는 교육내용과 지역자원 활용에서 만족도가 낮음

○ 산업단지 내에서 주로 장르교육을 실현하기 때문임

□ 지역 특성화(서울), 지역 특성화(전북)는 전문성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교육내

용, 방법, 지역자원활용에서도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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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화 사업운영 주체의 자부심이 높음

(단위: 명, 점)

구 분 사례수

교육

주체
교육 내용 교육방법

추진

체계

전문성
일상의 

문화예술

지역사회 

관련성
계

피교육자

의 참여

피교육자

의 협력
계

지역자원 

활용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1) 4.41 4.49 4.22 4.36 4.55 4.55 4.55 4.53

산업단지 (28) 4.68 3.64 3.71 3.68 4.39 4.11 4.25 4.18

지역 특성화 전체 (32) 4.69 4.28 4.34 4.31 4.34 4.22 4.28 4.47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8) 4.28 4.28 4.17 4.22 4.11 4.06 4.08 4.50

시민 문화공간 (33) 4.48 4.61 4.25 4.43 4.79 4.82 4.80 4.55

산업단지 (28) 4.68 3.64 3.71 3.68 4.39 4.11 4.25 4.18

지역 특성화(서울) (23) 4.74 4.22 4.39 4.30 4.35 4.22 4.28 4.43

지역 특성화(전북) (9) 4.56 4.44 4.22 4.33 4.33 4.22 4.28 4.56

<표 Ⅳ-21>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평가: 운영자 설문

(3)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18)

□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성, 예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나누어서 운영자가 스스로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지속성: 내년도 지속의향, 예산지원 중단시 지속의향

○ 예술적 효과: 문화예술의 감수성/이해력 증대, 일상의 문화적 표현력 증대

○ 사회적 효과: 소모임 활동 개시, 공동체 관심 증대

①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①-① 예산지원 시

□ 내년도 예산이 지원될 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모든 집단에서 4.45점(5

점 만점)을 넘음

○ 산업단지(4.82) > 지역 특성화(전북)(4.78) > 사회적기업(4.67) > 지역 특성화(서

울)(4.48) > 시민 문화공간(4.45)의 순서로 나타남

○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전북)의 계속 진행 의지가 매우 높아서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 지원요구가 강함

18) 자세한 내용은 <표 Ⅳ-24>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종합: 운영자 설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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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예산중단 시

□ 내년도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계속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은 사업별로 매우 다른 결

과를 보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한 구조에 있기 때문

에 예산에 민감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4.61)과 시민 문화공간(4.03)에서는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겠

다는 의지가 강함

○ 특히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유료화 프로그램

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로 보임

□ 반면에 산업단지에서는 사업지속을 자신하지 못하는데(2.93), 산업단지 내 프로그램은 

예산지원 없이 자족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을 보여줌 

□ 지역 특성화(서울)(3.61)와 지역 특성화(전북)(3.67)에서는 사업지속에 긍정적인 의견

을 보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정도임

② 예술적 효과

②-① 문화예술 감수성/이해력 증대

□ 지역 특성화(전북)를 제외한 응답자 집단에서 4.00점(5점 만점)을 넘어서, 문화예술교

육이 피교육자의 문화예술 감수성/이해력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65) > 산업단지(4.48) > 시민 문화공간(4.39) > 사회적기업(4.00) 

> 지역 특성화(전북)(3.78)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 특성화(서울) 점수가 가장 높고, 지역 특성화(전북)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서울

과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자의식의 차이, 또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의 점수가 높은 것은 다른 사업보다 예술교육에 집중한 결과로 보임

○ 사회적기업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예술이 아닌 문화일반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②-② 일상의 문화적 표현력 증대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22점(5점 만점)을 넘어서, 문화예술교육이 피교육자의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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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력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65) > 시민 문화공간(4.45) > 산업단지(4.25) > 사회적기업(4.22) 

= 지역 특성화(전북)(4.22)의 순서로 나타남

○ 문화예술 감수성/이해력 증진과 유사한 형태의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②-③ 예술적 효과 종합

□ 프로그램의 예술적 효과(감수성 이해력 + 일상의 문화표현력)를 종합해보면 지역 특

성화(서울)(4.65) > 시민 문화공간(4.42) > 산업단지(4.37) > 사회적기업(4.11) > 지역 

특성화(전북)(4.00)의 순서로 나타남

□ 교육내용(일상의 문화예술)과 비교해서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효과 점수가 낮음

□ 예술적 효과는 지역 특성화(서울)와 시민 문화공간이 높고,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

(전북)는 낮음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1)  88.2 11.8 - 100.0 4.31 

산업단지 (28)  92.8 7.2 - 100.0 4.37 

지역 특성화 전체 (32)  96.9 - 3.1 100.0 4.47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8)  88.9 11.1 - 100.0 4.11 

시민 문화공간 (33)  87.9 12.1 - 100.0 4.42 

산업단지 (28)  92.8 7.2 - 100.0 4.37 

지역 특성화(서울) (23) 100.0 - - 100.0 4.65 

지역 특성화(전북) (9)  88.9 - 11.1 100.0 4.00 

<표 Ⅳ-22> 교육 프로그램 예술적 효과(감수성과 일상의 문화표현력): 운영자 설문

③ 사회적 효과

③-① 소모임 활동 시작

□ 피교육자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많음

□ 산업단지(4.46), 시민 문화공간(4.33)에서는 4.00점(5점 만점)을 넘어서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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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에서는 소모임 구성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

문에 소모임 구성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임

○ 시민 문화공간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모임 구성이 자유로움

□ 지역 특성화(전북)(3.33), 사회적기업(3.44), 지역 특성화(서울)(3.83)에서는 4.00점(5점 

만점)을 넘지 못해서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 특성화 사업은 중년 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모임 구성이 어려운 것

으로 보임

③-② 공동체(주변사람, 지역사회) 관심 증대

□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피교육자가 공동체에 관심이 증대했다고 응답한 점수가 4.00

점(5점 만점)을 넘어서 주변사람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인식

○ 지역 특성화(서울)(4.61) > 시민 문화공간(4.58) > 지역 특성화(전북)(4.56) > 사회적기

업(4.22) > 산업단지(3.96)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역 내 관심거리’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증진된다

고 응답한 경우가 많음

○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피교육자끼리 유대관계는 높지만 공동체에 대한 관심에까지 이

르지 못함

③-③ 사회적 효과 종합

□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소모임 시작 + 공동체 관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남

○ 시민 문화공간(4.45) > 지역 특성화(서울)(4.22) > 산업단지(4.21) > 지역 특성화(전북) 

(3.94) > 사회적기업(3.83)의 순서로 나타남

□ 예술적 효과와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화(서울)와 시민 문화공간에서 점수가 높고, 사회

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전북)에서 효과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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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1) 84.3 10.8  4.9 100.0 4.24

산업단지 (28) 82.1  8.9  8.9 100.0 4.21

지역 특성화 전체 (32) 82.8 10.9  6.3 100.0 4.14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8) 72.2 13.9 13.9 100.0 3.83

시민 문화공간 (33) 90.9  9.1 - 100.0 4.45

산업단지 (28) 82.1  8.9  8.9 100.0 4.21

지역 특성화(서울) (23) 87.0  8.7  4.3 100.0 4.22

지역 특성화(전북) (9) 72.2 16.7 11.1 100.0 3.94

<표 Ⅳ-23>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효과(모임구성과 공동체성 관심 증대): 운영자 설문

④ 프로그램 효과 평가 종합

□ 교육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고자 하여 

자생적인 사업운영이 가능

○ 산업단지는 예산지원에 따라 프로그램 지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교육 운영자는 사회적 효과보다 예술적 효과가 크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프로그램이 예술적/사회적 효과가 높다고 

인식함

□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예술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적은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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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프로그램 지속 예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

예산 

지원시

예산 

중단시

예술

감수성/이

해력 증진

 일상의 

문화표현능

력 증진

계

모임

활동

시작

공동체 

관심 

증대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4.53 4.24 4.25 4.37 4.31 4.02 4.45 4.24

산업단지 4.82 2.93 4.48 4.25 4.37 4.46 3.96 4.21

지역 특성화 전체 4.56 3.63 4.41 4.53 4.47 3.69 4.59 4.14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67 4.61 4.00 4.22 4.11 3.44 4.22 3.83

시민 문화공간 4.45 4.03 4.39 4.45 4.42 4.33 4.58 4.45

산업단지 4.82 2.93 4.48 4.25 4.37 4.46 3.96 4.21

지역 특성화(서울) 4.48 3.61 4.65 4.65 4.65 3.83 4.61 4.22

지역 특성화(전북) 4.78 3.67 3.78 4.22 4.00 3.33 4.56 3.94

<표 Ⅳ-24>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종합: 운영자 설문

(4) 프로그램 만족도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4.14점(5점 만점)을 넘어서 

상당한 정도로 만족하고 있음

○ 시민 문화공간(4.47) > 산업단지(4.45) > 지역 특성화(서울)(4.33) > 지역 특성화(전

북)(4.20) > 사회적기업(4.14)의 순서로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내용, 방법)과 효과(예술적, 사회적)의 만족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동일한 시민 문화예술교육군(群)인 시민 문화공간과 사회적기업의 만족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시민 문화공간에서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기업에서 만족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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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87.7 12.3 - 100.0 4.35

산업단지 (29) 96.6  3.4 - 100.0 4.45

지역 특성화 전체 (34) 94.1  2.9 2.9 100.0 4.29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85.7 14.3 - 100.0 4.14

시민 문화공간 (36) 88.9 11.1 - 100.0 4.47

산업단지 (29) 96.6  3.4 - 100.0 4.45

지역 특성화(서울) (24) 95.8 - 4.2 100.0 4.33

지역 특성화(전북) (10) 90.0 10.0 - 100.0 4.20

<표 Ⅳ-25> 교육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운영자 설문

5)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원방향

(1) 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자율성 

보장’이란 응답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가장 많았음

○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특히 시민 문화공간(86.1%), 사회적기업(71.4%)에서 

많았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50% 정도임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자율성이 많이 보장받고 있음에도 

더욱 많은 자율성을 원하고 있음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율적 

사업

진행 

보장

행정

서식 

양식 

간소화

정보와 

자료

제공

신속

하고 

충분한 

답변

교육, 

컨설팅

활성화

홍보활

성화

프로그램 

목표

설정의 

명확성

기타
모름/ 

무응답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80.7 43.9 21.1 14.0 19.3  3.5 12.3  5.3 -

산업단지 (29) 51.7 27.6 27.6 34.5  3.4 27.6 10.3  6.9 3.4

지역 특성화 전체 (34) 52.9 41.2 29.4 11.8 20.6 26.5 14.7  2.9 -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71.4 47.6 14.3 19.0  4.8  4.8 23.8 14.3 -

시민 문화공간 (36) 86.1 41.7 25.0 11.1 27.8  2.8  5.6 - -

산업단지 (29) 51.7 27.6 27.6 34.5  3.4 27.6 10.3  6.9 3.4

지역 특성화(서울) (24) 54.2 50.0 25.0 12.5 20.8 29.2  8.3 - -

지역 특성화(전북) (10) 50.0 20.0 40.0 10.0 20.0 20.0 30.0 10.0 -

<표 Ⅳ-26> 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중복응답):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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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업군(群)에서는 자율성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산업단지에서는 ‘사업문의 시 즉각적인 답변’(34.5%),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행정서

식의 간소화(50.0%),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정보와 자료제공(40.0%)을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에서는 ‘홍보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

(群)보다 많아서 실제 수강생 모집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줌 

(2) 정책지원 방향

□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 집단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

○ 사회적기업에서는 간접지원 체계 확립(61.9%)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인식하여 

예산지원보다는 전문성과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시민 문화공간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58.3%)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

으로 인식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광역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인식함

□ 지역 특성화와 산업단지에서는 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시민교육(평생교육)과의 연계를 더욱 원함

○ 프로그램 진행의 목적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시민(평생)교육을, 다른 사업군에서는 문화예술교

육을 중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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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시민교육/

평생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

육기관과 

네트워크

개별사업은 

문화예술지

원센터에 

기획운영

예산지원

에서 

간접지원 

체계로 

전환

문화예술교

육)정책사

업과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

육 전문가 

양성

기타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57) 42.1 15.8 28.1 29.8 35.1 43.9  -

산업단지 (29) 48.3 51.7 20.7 17.2 17.2 24.1 13.8

지역 특성화 전체 (34) 17.6 47.1 47.1 41.2 32.4  8.8  2.9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38.1 23.8 14.3 61.9 33.3 19.0 -

시민 문화공간 (36) 44.4 11.1 36.1 11.1 36.1 58.3 -

산업단지 (29) 48.3 51.7 20.7 17.2 17.2 24.1 13.8

지역 특성화(서울) (24) 25.0 45.8 37.5 37.5 41.7  8.3  4.2

지역 특성화(전북) (10) - 50.0 70.0 50.0 10.0 10.0 -

<표 Ⅳ-27> 교육 프로그램 지원방향(중복응답): 운영자 설문

2-2. 교육 참여자(피교육자) 조사결과

1)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1)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① 현재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취약계층 중심’이란 응답보다 많음

○ 이 같은 응답은 상대적으로 지역 특성화(서울)(73.7%), 산업단지(64.5%), 사회적기업

(61.5%)에서 많음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시민 문화공간(32.7%), 지역 특

성화(전북)(24.6%)에서 다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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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취약계층 중심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30.1 50.4 19.5 - 100.0

산업단지 (172) 12.2 64.5 22.1 1.2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14) 17.5 64.9 17.5 -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19.2 61.5 19.2 - 100.0

시민 문화공간 (107) 32.7 47.7 19.6 - 100.0

산업단지 (172) 12.2 64.5 22.1 1.2 100.0

지역 특성화(서울) (57) 10.5 73.7 15.8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57) 24.6 56.1 19.3 - 100.0

<표 Ⅳ-28> 문화예술교육의 대상(현재): 교육 참여자 설문

② 미래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미래의 현재 문화예술교육 대상이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을 구

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취약계층 중심’이란 응답보다 많았음

□ 현재 교육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도 ‘앞으로는 계층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84%를 넘음

□ 모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이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기를 원함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음

현재 미래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50.4 86.5

산업단지 (172) 64.5 79.7

지역 특성화 전체 (114) 64.9 87.7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61.5 84.6

시민 문화공간 (107) 47.7 86.9

산업단지 (172) 64.5 79.7

지역 특성화(서울) (57) 73.7 91.2

지역 특성화(전북) (57) 56.1 84.2

<표 Ⅳ-29> 문화예술교육의 대상(현재와 미래): 교육 참여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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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개념과 기대효과

(1) 문화예술교육 인지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인지도(잘 안다 + 약간 안다)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

서 높고, 산업단지에서 낮은 특성을 보임

○ 사회적기업(76.9%), 시민 문화공간(74.8%)에서 인지도가 높음

○ 지역 특성화(서울)(63.2%), 지역 특성화(전북)(61.4%)에서 인지도는 60% 정도임 

○ 산업단지에서 인지도는 48.3%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시민’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잘 안다 약간 안다 처음 들었다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17.3 57.9 24.8 - 100.0

산업단지 (172)  9.9 38.4 50.6 1.2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14) 10.5 51.8 36.8 0.9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23.1 53.8 23.1 - 100.0

시민 문화공간 (107) 15.9 58.9 25.2 - 100.0

산업단지 (172)  9.9 38.4 50.6 1.2 100.0

지역 특성화(서울) (57)  8.8 54.4 35.1 1.8 100.0

지역 특성화(전북) (57) 12.3 49.1 38.6 - 100.0

<표 Ⅳ-30> 시민 문화예술교육 인지도: 교육 참여자 설문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시민성)과 대상(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으로 보는 관점 

혼재

○ 내용(문화시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사회적기업(50.0%)과 지역 특성화(서울)(47.2%)에

서 상대적으로 많음

○ 반면에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시민 문화공간(62.5%), 산업단지(57.8%), 지역 특성화(전

북)(54.3%)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운영자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군과 관계없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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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문화예술을 매개로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모름 /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00) 39.0 59.0 2.0 100.0

산업단지 (83) 41.0 57.8 1.2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71) 46.5 49.3 4.2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0) 50.0 45.0 5.0 100.0

시민 문화공간 (80) 36.3 62.5 1.3 100.0

산업단지 (83) 41.0 57.8 1.2 100.0

지역 특성화(서울) (36) 47.2 44.4 8.3 100.0

지역 특성화(전북) (35) 45.7 54.3 - 100.0

<표 Ⅳ-3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교육 참여자 설문

(3)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질문

□ 모든 응답집단에서 ‘일상의 문화예술 표현’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 ‘일상의 문화예술 표현’이란 응답은 시민 문화공간(55.2%), 사회적기업(50.0%)임

○ 반면에 나머지 응답집단에서는 40% 초반으로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 오히려 문화예술 가치를 높게 인식한 결과임

□ ‘협력하는 시민’(공동체성)이란 응답은 산업단지(29.4%), 지역 특성화(전북)(25.0%)에

서, ‘사익(私益)을 넘어선 공공의 시민’이란 응답은 사회적기업(40.0%), 지역 특성화

(서울)(35.3%)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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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몇 년 전에도 

참여했다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66.2 33.8 100.0

산업단지 (172) 65.1 34.9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14) 76.3 23.7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69.2 30.8 100.0

시민 문화공간 (107) 65.4 34.6 100.0

<표 Ⅳ-33>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간: 교육 참여자 설문
(단위: 명, %)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상생활을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할 

수 있는 시민 

양성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시민 

양성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양성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양성

모름 /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39) 53.8 10.3 17.9 15.4 2.6 100.0

산업단지 (34) 41.2 29.4 11.8 11.8 5.9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33) 42.4 18.2 18.2 18.2 3.0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0) 50.0 10.0 - 40.0 - 100.0

시민 문화공간 (29) 55.2 10.3 24.1  6.9 3.4 100.0

산업단지 (34) 41.2 29.4 11.8 11.8 5.9 100.0

지역 특성화(서울) (17) 41.2 11.8 11.8 35.3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6) 43.8 25.0 25.0  - 6.3 100.0

<표 Ⅳ-3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교육 참여자 설문

3) 프로그램 참여 

(1) 프로그램 참여 기간

□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65%를 넘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올해 처음으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지역 특성화에서 많음(서울 75.4%, 

전북 77.2%)

○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시민 문화공간, 사회적기업에서 지속 참여경험이 많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연속사업인데 반하여 지역 특성화는 매년 심사하는 

체계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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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올해 처음이다
지난해, 몇 년 전에도 

참여했다
계

산업단지 (172) 65.1 34.9 100.0

지역 특성화(서울) (57) 75.4 24.6 100.0

지역 특성화(전북) (57) 77.2 22.8 100.0

(2) 프로그램 참여 이유

□ 프로그램 참여이유(중복응답)은 응답집단별로 다양함

○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사회적기업(61.5%), 지역 특성

화(서울)(52.6%), 시민 문화공간(46.7%)에서 많음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라는 응답은 지역 특성화(전북)(43.9%), 산업단지

(36.6%)로 나타남

○ 서울과 대도시 지역의 참여자와 지방 참여자의 특성을 보여줌 

□ ‘가족, 친구, 이웃이 추천해서’는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두 번째 빈도로 나타나 주변사

람의 추천이 교육참여의 주요한 요인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문화예

술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해서

가족, 

친구, 

이웃이 

추천해

서

다른 

사람들

과 

어울리

는 게 

좋아서

지난 해 

부터 

참여하

여 

지속하

고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려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해

서

기타
모름/ 

무응답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49.6 40.6 34.6 24.8 21.8  4.5 7.5 7.5 1.5

산업단지 (172) 33.1 35.5 36.6 29.7 22.1 20.3 9.3 2.3 -

지역 특성화 전체 (114) 46.5 35.1 34.2 21.1 27.2 14.9 5.3 5.3 -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61.5 46.2 30.8 11.5 34.6 - - 11.5 -

시민 문화공간 (107) 46.7 39.3 35.5 28.0 18.7  5.6 9.3 6.5 1.9

산업단지 (172) 33.1 35.5 36.6 29.7 22.1 20.3 9.3 2.3 -

지역 특성화(서울) (57) 52.6 28.1 24.6 26.3 28.1 17.5 8.8 8.8 -

지역 특성화(전북) (57) 40.4 42.1 43.9 15.8 26.3 12.3 1.8 1.8 -

<표 Ⅳ-34>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유(중복응답): 교육 참여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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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취득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가족/친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됨

○ ‘가족/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시민 문화공간에서 비율이 높음(62.6%)

○ 산업단지에서는 ‘가족/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37.2%)가 ‘학교/직

장’(25.0%)보다 많아서 공식적인 홍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에서는 ‘학교/직장’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46.2%)가 ‘가족/친구’(30.8%)

보다 많음

○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이미지보다 ‘기업’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보임 

□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인터넷/SNS’(28.1%), ‘지역행정기관/공공기관 홈페이

지’(21.1%) 비율이 높아서 온라인 홍보가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보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가족, 

친구가 

알려주

어서

학교, 

직장에

서

지역의 

행정기

관 및 

공공기

관

인터넷 

및 SNS

동호회 

모임
기타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지역의 

광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모름/ 

무응답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56.4 15.0 13.5 15.8  9.0  3.0  6.8 1.5

산업단지 (172) 37.2 25.0 19.2  7.0  6.4  8.7  7.0 -

지역 특성화 전체 (114) 42.1 19.3 16.7 16.7  9.6  7.9  4.4 2.6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30.8 46.2  3.8 23.1  3.8 - 11.5 -

시민 문화공간 (107) 62.6  7.5 15.9 14.0 10.3  3.7  5.6 1.9

산업단지 (172) 37.2 25.0 19.2  7.0  6.4  8.7  7.0 -

지역 특성화(서울) (57) 36.8  3.5 21.1 28.1 12.3 12.3  3.5 1.8

지역 특성화(전북) (57) 47.4 35.1 12.3  5.3  7.0  3.5  5.3 3.5

<표 Ⅳ-35>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취득(중복응답): 교육 참여자 설문

(4) 프로그램에 참여 동반자

□ 시민 문화공간을 제외한 응답자 집단에서는 ‘혼자’ 참여한다는 의견이 40% 정도로 가

장 많음

○ 시민 문화공간에서는 혼자(34.6%)보다 ‘친구와 함께’라는 응답(44.9%)이 더욱 많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인 사회적기업(15.4%)과 시민 문화공간(12.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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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같은 

마을(동네)

같은 

읍/면/동

같은 

시/군/구 

단위

같은광역시

/광역도

모름/ 

무응답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33.8 18.0 36.8  7.5 3.8 100.0

산업단지 (172) 19.2 14.5 49.4 16.3 0.6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14) 41.2 16.7 36.8  4.4 0.9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46.2 - 34.6 15.4 3.8 100.0

시민 문화공간 (107) 30.8 22.4 37.4  5.6 3.7 100.0

산업단지 (172) 19.2 14.5 49.4 16.3 0.6 100.0

지역 특성화(서울) (57) 38.6 14.0 38.6  7.0 1.8 100.0

지역 특성화(전북) (57) 43.9 19.3 35.1  1.8 - 100.0

<표 Ⅳ-37> 교육 프로그램의 지역단위: 교육 참여자 설문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족단위 참여가 많음

○ 특정한 예술장르보다 일반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가족 친구 혼자서 동호회원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12.8 40.6 35.3 11.3 100.0

산업단지 (172)  5.2 35.5 49.4  9.9 100.0

지역 특성화 전체 (114)  6.1 41.2 45.6  7.0 100.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15.4 23.1 38.5 23.1 100.0

시민 문화공간 (107) 12.1 44.9 34.6  8.4 100.0

산업단지 (172)  5.2 35.5 49.4  9.9 100.0

지역 특성화(서울) (57)  8.8 40.4 47.4  3.5 100.0

지역 특성화(전북) (57)  3.5 42.1 43.9 10.5 100.0

<표 Ⅳ-36>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동반자: 교육 참여자 설문

(5) 프로그램 교육장소

□ 사회적기업(46.2%)과 지역 특성화(전북)(43.9%)에서는 거주지와 ‘같은 마을(동네)’에

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의견이 많음

□ 산업단지(49.4%), 시민 문화공간(37.4%)에서는 ‘같은 시/군/구’에서 교육에 참여한다

는 의견이 많음

□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같은 시/군/구’와 ‘같은 마을(동네)’ 비율이 38.6%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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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프로그램의 목표

① 참여 프로그램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 현재 참여 프로그램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모든 응답집단에서 

84%를 넘음

□ 운영자 조사와 비교하여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85.0 1.5 13.5 100.0 3.90

산업단지 (172) 84.8 4.7 10.5 100.0 3.65

지역 특성화 전체 (114) 89.3 1.8  8.9 100.0 3.70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88.5 3.8  7.7 100.0 3.81

시민 문화공간 (107) 84.1 0.9 15.0 100.0 3.93

산업단지 (172) 84.8 4.7 10.5 100.0 3.65

지역 특성화(서울) (57) 89.3 1.8  8.9 100.0 3.79

지역 특성화(전북) (57) 89.3 1.8  8.9 100.0 3.61

<표 Ⅳ-38> 참여 프로그램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포함 여부: 교육 참여자 설문

②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이유

□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능력 확산’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

타남

○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능력 확산’이란 응답은 지역 특성화(서울)(71.9%), 사회적

기업(69.2%) 시민 문화공간(69.2%)에서 비교적 많음

○ 산업단지에서는 ‘일상의 표현능력 향상’(51.2%),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능력 확

산’(50.0%)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참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가 ‘공동체성 확보’에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한 결과임

○ 운영자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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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문화예술

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증가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취약계층

의 

문화예술 

교육/체

험기회 

제공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의 

개발

창의성과 

상상력의 

개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예술 

사교육비 

절감

모름/ 

무응답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3) 69.2 59.4 19.5 24.8 19.5 3.0 1.5 0.8

산업단지 (172) 50.0 51.2 29.7 34.9 17.4 4.7 2.9 0.6

지역 특성화 전체 (114) 60.5 48.2 27.2 22.8 29.8 4.4 - 1.8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69.2 61.5 23.1  3.8 30.8 7.7 3.8 -

시민 문화공간 (107) 69.2 58.9 18.7 29.9 16.8 1.9 0.9 0.9

산업단지 (172) 50.0 51.2 29.7 34.9 17.4 4.7 2.9 0.6

지역 특성화(서울) (57) 71.9 56.1 21.1 35.1 12.3 1.8 - 1.8

지역 특성화(전북) (57) 49.1 40.4 33.3 10.5 47.4 7.0 - 1.8

<표 Ⅳ-39>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 이유(중복응답): 교육 참여자 설문

(2) 프로그램 운영 평가19)

□ 참여 프로그램을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진체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평가하

고 있는지를 살펴봄

○ 교육주체: 전문성

○ 교육내용: 일상생활과 프로그램의 연계, 지역사회 관련성

○ 교육방법: 피교육자의 참여, 피교육자의 협력

○ 추진체계: 지역자원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① 교육주체의 전문성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40점(5점 만점)을 넘어서 교육단체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함

○ 지역 특성화(서울)(4.77) > 사회적기업(4.69) > 산업단지(4.64) > 시민 문화공간(4.48) 

> 지역 특성화(전북)(4.40)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 특성화(서울)는 운영자 조사에서도 전문성이 가장 높았음

○ 사회적기업은 운영자 조사에서는 전문성이 가장 낮았음

- 사회적기업의 프로그램 참여자는 20대의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교육단체에 요구

19) 자세한 내용은 <표 Ⅳ-41> 교육방법 종합(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교육 참여자 설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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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응답자 가운데 20대 연령비율: 사회적기업(46.2%) > 산업단지(29.1%) > 시민 문화공

간(16.8%) > 지역 특성화(전북)(5.3%) > 지역 특성화(서울)(3.5%)

② 교육내용

②-① 교육내용: 일상의 문화예술

□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전북)를 제외한 응답자 집단에서 4.33점(5점 만점)을 넘어서 

일상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함

○ 사회적기업(4.65) > 지역 특성화(서울)(4.48) > 시민 문화공간(4.33) > 지역 특성화(전

북)(3.91) > 산업단지(3.89)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점수가 높은 것은 20대 참여자가 자유로운 시각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예술기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임

○ 지역 특성화(전북) 참여자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은데, 이것은 

응답자 속성(고령자 비율이 높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응답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율: 전북(82.5%) > 서울(40.4%) > 산업단지(24.4%) > 

시민 문화공간(6.5%) > 사회적기업(3.8%)

②-② 교육내용: 지역사회 관련성

□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전북)를 제외한 응답자 집단에서 4.02점(5점 만점)을 넘어서 

교육내용이 마을과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함

○ 사회적기업(4.65) > 시민 문화공간(4.10) > 지역 특성화(서울)(4.02) > 지역 특성화(전

북)(3.85) > 산업단지(3.50)의 순서로 나타남

○ 이 같은 응답의 차이는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②-③ 교육내용: 종합

□ 프로그램의 일상과 지역사회 관련성을 종합해보면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서울), 시

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전북), 산업단지의 순서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점수가 높고, 전북지역의 점수가 낮은 것은 참여자의 연령분포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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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문화예술의 일상과의 연계가 마을/지역사회 연계보다 점수가 

약간 높은 특성을 지님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1) 82.1 14.1  3.8 100.0 4.30

산업단지 (167) 57.3 31.7 11.1 100.0 3.70

지역 특성화 전체 (112) 71.9 25.0  3.1 100.0 4.07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94.2  5.8 - 100.0 4.65

시민 문화공간 (105) 79.1 16.1  4.7 100.0 4.22

산업단지 (167) 57.3 31.7 11.1 100.0 3.70

지역 특성화(서울) (57) 78.0 19.4  2.6 100.0 4.25

지역 특성화(전북) (55) 65.7 30.7  3.6 100.0 3.88

<표 Ⅳ-40> 교육 프로그램 내용 종합(일상성과 지역성): 교육 참여자 설문

③ 교육방법

③-① 교육방법: 피교육자의 참여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20점(5점 만점)을 넘어서 운영진의 일방적인 운용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공간(4.58) > 사회적기업(4.54) > 지역 특성화(서울)(4.53) > 산업단지(4.33) 

> 지역 특성화(전북)(4.20)의 순서로 나타남

○ 시민 문화공간은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았음

○ 사회적기업은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점수가 낮았음

○ 교육내용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전북)의 점수가 다소 낮은 특성을 보임

③-② 교육방법: 피교육자 간의 협력

□ 지역 특성화(전북)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00점(5점 만점)을 넘어서 피교육

자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53) > 시민 문화공간(4.44) > 사회적기업(4.35) > 산업단지(4.00) 

> 지역 특성화(전북)(3.87)의 순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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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 교육방법: 종합

□ 프로그램의 일상과 지역사회 관련성을 종합해보면 지역 특성화(서울)(4.53) >시민 문

화공간(4.51) > 사회적기업(4.45) > 산업단지(4.17) > 지역 특성화(전북)(4.04)의 순서

로 나타남 

□ 운영자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는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도 점수가 높았음

○ 사회적기업은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는 점수가 낮았음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피교육자의 참여가 피교육자 간의 협력보다 약간 점수가 높은 

특성을 보임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2) 87.5 10.6 1.9 100.0 4.50

산업단지 (168) 76.9 19.9 3.3 100.0 4.17

지역 특성화 전체 (112) 84.8 13.0 2.3 100.0 4.29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88.5  9.6 1.9 100.0 4.45

시민 문화공간 (106) 87.3 10.9 1.9 100.0 4.51

산업단지 (168) 76.9 19.9 3.3 100.0 4.17

지역 특성화(서울) (57) 90.4  9.7 - 100.0 4.53

지역 특성화(전북) (55) 78.9 16.5 4.6 100.0 4.04

<표 Ⅳ-41> 교육방법 종합(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교육 참여자 설문

④ 추진체계: 지역자원의 활용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13점(5점 만점)을 넘어서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기관(단체)와 

협력하고 진행된다고 인식함

○ 사회적기업(4.77) > 지역 특성화(서울)(4.53) > 시민 문화공간(4.31) > 산업단지(4.25) 

> 지역 특성화(전북)(4.13)의 순서로 나타남

□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전북) 점수가 낮음

□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는 지역 특성화(전북)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

○ 지역 특성화(전북) 참여자의 기대수준이 높거나, 운영자와 참여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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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점)

구 분 사례수

교육

주체
교육 내용 교육방법

추진

체계

전문성
일상의 

문화예술

지역사회 

관련성
계

피교육자

의 참여

피교육자

의 협력
계

지역자원 

활용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2) 4.52 4.39 4.21 4.30 4.57 4.42  4.50 4.40

산업단지 (170) 4.64 3.89 3.50 3.70 4.33 4.00  4.17 4.25

지역 특성화 전체 (112) 4.59 4.20 3.94 4.07 4.37 4.21  4.29 4.33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4.69 4.65 4.65 4.65 4.54 4.35  4.45 4.77

시민 문화공간 (106) 4.48 4.33 4.10 4.22 4.58 4.44  4.51 4.31

산업단지 (170) 4.64 3.89 3.50 3.70 4.33 4.00  4.17 4.25

지역 특성화(서울) (57) 4.77 4.48 4.02 4.25 4.53 4.53  4.53 4.53

지역 특성화(전북) (55) 4.40 3.91 3.85 3.88 4.20 3.87  4.04 4.13

<표 Ⅳ-4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평가: 교육 참여자 설문

⑤ 프로그램 운영평가 종합

□ 교육 참여자는 교육의 전문성, 내용, 방법, 추진체계에 대체로 만족

□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서울)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고,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

(전북)에 점수가 낮은 특성을 보임

○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서울) 참여자는 비교적 프로그램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임

□ 대체로 전문성, 추진체계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내용 만족도가 다소 낮음

○ 교육 참여자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의 보완이 필요

(3)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20)

□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성, 예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나누어서 교육 참여자가 스스

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지속성: 재참여 의향, 주변사람 추천의향

○ 예술적 효과: 문화예술의 감수성/이해력 증대, 일상의 문화적 표현력 증대

○ 사회적 효과: 소모임 활동 개시, 공동체 관심 증대

20) 자세한 내용은 <표 Ⅳ-44> 교육 프로그램 예술적 효과(감수성과 일상의 문화표현력): 교육 참여자 설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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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그램 재참여 및 추천 의향

①-① 재참여 의향

□ 내년도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32점(5점 만

점)을 넘어서 재참여 의향이 매우 높음

○ 사회적기업(4.77) > 지역 특성화(서울)(4.75) > 시민 문화공간(4.65) > 산업단지(4.61) 

> 지역 특성화(전북)(4.32)의 순서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서울)에서 재참여 의향이 높고, 산업단지와 지역 

특성화(전북)에서 의향이 낮음

○ 서울지역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결과임

①-② 타인 추천 의향

□ 주변사람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하겠다는 의견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33점(5

점 만점)을 넘어서 스스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지역 특성화(서울)(4.76) > 산업단지(4.65) = 사회적기업(4.65) > 시민 문화공간(4.62) 

> 지역 특성화(전북)(4.33)의 순서로 나타남

○ 재참여 의향과 비교하여 산업단지에서 추천 의향이 많은 것은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동료집단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데서 기인함

①-③ 프로그램 지속성: 종합

□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재참여와 타인추천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역 특성화(서울)(4.76) 

> 사회적기업(4.71) > 시민 문화공간(4.64) > 산업단지(4.63) > 지역 특성화(전

북)(4.32)의 순서로 나타남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재참여 의향과 타인추천 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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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2)  93.9 5.7 0.4 100.0 4.65

산업단지 (169)  93.8 5.3 0.9 100.0 4.63

지역 특성화 전체 (110)  92.8 5.0 2.2 100.0 4.54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98.1 1.9 - 100.0 4.71

시민 문화공간 (106)  92.9 6.6 0.5 100.0 4.64

산업단지 (169)  93.8 5.3 0.9 100.0 4.63

지역 특성화(서울) (55) 100.0 - - 100.0 4.76

지역 특성화(전북) (55)  85.6 9.9 4.5 100.0 4.32

<표 Ⅳ-43>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종합(재참여와 추천 의향): 교육 참여자 설문

② 예술적 효과

②-① 문화예술 감수성/이해력 증대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02점(5점 만점)을 넘어서, 참여자 스스로 문화예술 감수성/이

해력 증진되었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56) > 산업단지(4.27) > 시민 문화공간(4.25) > 사회적기업(4.23) 

> 지역 특성화(전북)(4.02)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 특성화(서울) 점수가 가장 높고, 지역 특성화(전북)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응답

자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 특성화(전북)는 응답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아서 예술적 효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

○ 산업단지의 점수가 높은 것은 다른 사업보다 예술교육에 집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②-② 일상의 문화적 표현력 증대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4.07점(5점 만점)을 넘어서, 참여자 스스로 일상의 문화적 표현

력이 증진되었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58) > 시민 문화공간(4.25) > 산업단지(4.23) > 사회적기업(4.12) 

> 지역 특성화(전북)(4.07)의 순서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은 내용의 일상성에서는 점수가 높았지만 효과에서는 점수가 낮아서 사업점

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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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예술적 효과 종합

□ 프로그램의 예술적 효과(감수성 이해력 + 일상의 문화표현력)를 종합해보면 지역 특

성화(서울)(4.57) > 시민 문화공간(4.25) = 산업단지(4.25) > 사회적기업(4.18) > 지역 

특성화(전북)(4.05)의 순서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과 산업단지에서는 감수성/이해력 증진의 점수가 약간 높고, 지역 특성화에

서는 일상의 문화표현력 점수가 약간 높음

□ 대체로 사회적 효과보다는 예술적 효과의 점수가 낮은 특성을 보임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2) 84.5 12.9 2.7 100.0 4.24

산업단지 (170) 81.8 15.3 3.0 100.0 4.25

지역 특성화 전체 (112) 85.7 12.5 1.8 100.0 4.31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92.4  7.7 - 100.0 4.18

시민 문화공간 (106) 82.6 14.2 3.3 100.0 4.25

산업단지 (170) 81.8 15.3 3.0 100.0 4.25

지역 특성화(서울) (57) 93.0  7.0 - 100.0 4.57

지역 특성화(전북) (55) 78.2 18.2 3.7 100.0 4.05

<표 Ⅳ-44> 교육 프로그램 예술적 효과(감수성과 일상의 문화표현력): 교육 참여자 설문

 

③ 사회적 효과

③-① 소모임 활동 시작

□ 교육 참여자의 자발적인 모임구성/활동은 평균 3점대(5점 만점)에 머물러서 활발하지

는 않음

□ 시민 문화공간(3.67), 산업단지(3.60)에서 비교적 모임활동 활발

○ 산업단지는 교육목표에 동호회 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시민 문화공간은 자유로운 모임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운영자 설문에서도 점수가 높아서 시민 문화공간과 산업단지는 소모임 구성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3.12), 지역 특성화(서울)(3.14)에서는 모임활동 저조



130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2) 72.5 13.6 13.9 100.0 3.96

산업단지 (170) 67.1 19.8 13.1 100.0 3.87

지역 특성화 전체 (112) 65.7 18.3 16.1 100.0 3.84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71.2 9.6 19.2 100.0 3.72

시민 문화공간 (106) 72.8 14.6 12.6 100.0 4.02

산업단지 (170) 67.1 19.8 13.1 100.0 3.87

지역 특성화(서울) (57) 67.6 13.2 19.3 100.0 3.86

지역 특성화(전북) (55) 63.9 23.5 12.7 100.0 3.81

<표 Ⅳ-45>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효과(모임구성과 공동체성 관심 증대): 교육 참여자 설문

○ 프로그램 운영과 예술적 효과에서 점수가 높은 지역 특성화(서울)의 점수가 소모임 구

성이 부진한 것은 공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③-② 공동체(주변사람, 지역사회) 관심 증대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공동체에 관심이 증대했다고 응답한 점수가 4.14점(5점 만점)을 

넘어서 교육 참여자는 스스로 주변사람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인식함

○ 지역 특성화(서울)(4.58) > 시민 문화공간(4.36) > 사회적기업(4.31) > 지역 특성화(전

북)(4.20) > 산업단지(4.14)의 순서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공동체성을 추구하지만 효과에서는 점수가 낮아서 

사업진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③-③ 사회적 효과 종합

□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소모임 시작 + 공동체 관심)를 종합해보면 시민 문화공간에

서만 4점대이고, 나머지 사업은 3점대로 나타남

○ 시민 문화공간(4.02) > 산업단지(3.87) > 지역 특성화(서울)(3.86) > 지역 특성화(전

북)(3.81) > 사회적기업(3.72)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 점수가 ‘모임활동’ 점수보다 높음

○ 예술적 효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과 시민 문화공간에서 점수가 높고, 사회적기업과 

전북지역에서 효과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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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효과 평가 종합

□ 교육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하고 주변사람에게 추천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서울)에서 지속 참여의향이 많은 것은 지역 특성화(서울) 

참여자가 부담없이 문화예술교육을 즐기고 있음을 반영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보다는 예술적 효과가 크다고 여기고 

있음

(단위: 점)

구 분

프로그램 지속 예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

재참여
타인 

추천
계

예술

감수성/이

해력 증진

 일상의 

문화표현

능력 증진

계

모임

활동

시작

공동체 

관심 

증대

계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4.67 4.63 4.65 4.25 4.23 4.24 3.56 4.35 3.96

산업단지 4.61 4.65 4.63 4.27 4.23 4.25 3.60 4.14 3.87

지역 특성화 전체 4.54 4.55 4.54 4.29 4.33 4.31 3.28 4.39 3.84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77 4.65 4.71 4.23 4.12 4.18 3.12 4.31 3.72

시민 문화공간 4.65 4.62 4.64 4.25 4.25 4.25 3.67 4.36 4.02

산업단지 4.61 4.65 4.63 4.27 4.23 4.25 3.60 4.14 3.87

지역 특성화(서울) 4.75 4.76 4.76 4.56 4.58 4.57 3.14 4.58 3.86

지역 특성화(전북) 4.32 4.33 4.32 4.02 4.07 4.05 3.42 4.20 3.81

<표 Ⅳ-46>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종합: 교육 참여자 설문

(4) 프로그램 만족도

□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4.37점(5점 만점)을 넘어서 

교육 참여자는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특성화(서울)(4.79) > 시민 문화공간(4.60) > 사회적기업(4.58) > 산업단지(4.46) 

> 지역 특성화(전북)(4.37)의 순서로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내용, 방법)과 효과(예술적, 사회적)의 만족도와 유사하게 산업단

지와 전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전북지역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가 낮은 것은 주로 고령층이 참여하는 데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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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계 평균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130) 92.3 4.6 3.1 100.0 4.59

산업단지 (169) 89.3 6.5 4.1 100.0 4.46

지역 특성화 전체 (108) 89.8 9.3 0.9 100.0 4.59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6) 96.2 3.8 - 100.0 4.58

시민 문화공간 (104) 91.3 4.8 3.8 100.0 4.60

산업단지 (169) 89.3 6.5 4.1 100.0 4.46

지역 특성화(서울) (57) 96.5 3.5 - 100.0 4.79

지역 특성화(전북) (51) 82.4 15.7 2.0 100.0 4.37

<표 Ⅳ-47> 교육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교육 참여자 설문

2-3. 운영자와 교육 참여자 비교

1)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기대효과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는 대상(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

민)과 내용(시민성)이 혼재

□ 대부분 집단에서 피교육자보다 운영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시민성)으로 인식

○ 교육주체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으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

임

○ 다만 사회적기업에서는 운영자보다 피교육자가 내용(시민성)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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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문화시민 양성): 운영자 vs 참여자 

(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 운영자가 공동체성(협력하는 시민)을 중요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로 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교육주체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민 문

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공동체성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임

○ 지역 특성화(전북)에서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차이가 큼

□ 피교육자는 공동체성보다 일상의 문화예술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

[그림 Ⅳ-2]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협력하는 시민, 공동체성): 운영자 vs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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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일상의 감수성, 문화적 표현력): 

운영자 vs 참여자

2)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 프로그램의 목표 

□ 진행/참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

에 대한 공감/관심 증가’로 인식

□ 피교육자보다 운영자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관심 증가’를 현재 프로그램의 목

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Ⅳ-4] 진행/참여 프로그램의 목표(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타인 공감 능력 

증대): 운영자 vs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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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참여 프로그램과 시민 문화예술교육

□ 운영자와 피교육자 모두 진행/참여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

□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피교육자보다 운영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구 분
운영자 참여자

긍정 응답 긍정 응답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00.0 88.5

시민 문화공간 100.0 84.1

산업단지  80.8 84.8

지역 특성화(서울)  95.2 89.3

지역 특성화(전북) 100.0 89.3

<표 Ⅳ-48> 진행/참여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 운영자 vs 참여자

(3) 교육운영

① 교육주체: 전문성

□ 대체로 운영자보다 피교육자가 프로그램 진행주체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

○ 다만 지역 특성화(전북), 산업단지에서는 피교육자보다 운영자가 전문성을 높게 평가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운영자 스스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② 교육내용: 일상성과 지역성

□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교육내용(일상성과 지역성)에 대한 평가는 사업별로 다름

○ 사회적기업과 산업단지에서는 운영자보다 피교육자의 평가가 높음

○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에서는 피교육자보다 운영자의 평가가 높음

□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사업 운영자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부심이 높거나 

피교육자가 체감하지 못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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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방법: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교육방법(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평가는 사업별로 다름

○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운영자보다 피교육자 평가가 높음

○ 시민 문화공간,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피교육자보다 운영자 평가가 높음

□ 서울지역 피교육자(지역 특성화(서울), [서울 중심의] 사회적기업)가 프로그램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임

④ 추진 및 협력체계: 지역 자원의 활용

□ 운영자보다 피교육자의 교육추진 및 협력체계(지역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가 높음

○ 다만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피교육자보다 운영자 평가가 높음

□ 피교육자가 지역단위별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느끼지만, 이에 반하여 운영자는 개

선의 여지가 있다고 인식한 결과임

(단위: 점)

구 분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진체계

전문성 일상성과 지역성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지역자원 활용

운영자 피교육자 운영자 피교육자 운영자 피교육자 운영자 피교육자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4.41 4.52 4.36 4.30 4.55 4.50 4.53 4.40

산업단지 4.68 4.64 3.68 3.70 4.25 4.17 4.18 4.25

지역 특성화 전체 4.69 4.59 4.31 4.07 4.28 4.29 4.47 4.33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28 4.69 4.22 4.65 4.08 4.45 4.50 4.77

시민 문화공간 4.48 4.48 4.43 4.22 4.80 4.51 4.55 4.31

산업단지 4.68 4.64 3.68 3.70 4.25 4.17 4.18 4.25

지역 특성화(서울) 4.74 4.77 4.30 4.25 4.28 4.53 4.43 4.53

지역 특성화(전북) 4.56 4.40 4.33 3.88 4.28 4.04 4.56 4.13

<표 Ⅳ-49> 진행/참여 프로그램의 운영(교육주체, 내용, 방법, 추진체계): 운영자 vs 참여자

(4) 교육효과

① 교육의 지속성

□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지속적인 진행/참여 의지는 사업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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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운영자보다 피교육자의 지속참여 

의지가 높음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운영자의 지속 진행 의지가 높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지역 특성화(서울)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서 

기인함

② 예술적 효과: 감수성과 표현력

□ 운영자와 피교육자의 예술적 효과(감수성 증대, 표현력 증대)에 대한 평가는 사업별로 

다름

○ 사회적기업과 지역 특성화(전북)에서는 운영자보다 피교육자의 평가가 높음

○ 시민 문화공간,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피교육자보다 운영자의 평가가 높

음

□ 시민 문화공간,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서울)에서는 운영자 스스로 프로그램의 예술적 

측면에 대한 자부심이 높거나 피교육자가 체감하지 못한 결과임

③ 사회적 효과: 모임활동과 공동체 관심

□ 피교육자보다 운영자가 사회적 효과(모임활동, 공동체 관심증대)를 높게 평가

□ 피교육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효과가 낮음을 보여줌

(단위: 점)

구 분

지속성 예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

내년도 진행/참여 감수성/표현력 증대 소모임/공동체 관심 증대

운영자 피교육자 운영자 피교육자 운영자 피교육자

사업군

시민교육 전체 4.53 4.67 4.31 4.24 4.24 3.96

산업단지 4.82 4.61 4.37 4.25 4.21 3.87

지역 특성화 전체 4.56 4.54 4.47 4.31 4.14 3.84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67 4.77 4.11 4.18 3.83 3.72

시민 문화공간 4.45 4.65 4.42 4.25 4.45 4.02

산업단지 4.82 4.61 4.37 4.25 4.21 3.87

지역 특성화(서울) 4.48 4.75 4.65 4.57 4.22 3.86

지역 특성화(전북) 4.78 4.32 4.00 4.05 3.94 3.81

<표 Ⅳ-50> 진행/참여 프로그램 효과(지속성, 예술적 효과, 사회적 효과): 운영자 vs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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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 운영자보다 피교육자의 만족도가 높음

□ 피교육자와 운영자 전체 만족도의 차이는 지역 특성화(서울), 사회적기업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남

○ 서울지역 내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줌

[그림 Ⅳ-5] 진행/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운영자 vs 참여자

3. 설문조사 시사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1) 분석기준별 비교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공급자의 의식전환에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참여자가 체

감하는 정도는 아님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의 자의식이 나타남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기존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다르다’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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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유관사업에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유사하다’고 인식함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공통점이 더 많다 차이점이 더 많다 모름 / 무응답 계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33.3 61.9 4.8 100.0

시민 문화공간 (36) 16.7 83.3 - 100.0

산업단지 (29) 82.8 17.2 -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62.5 37.5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70.0 30.0 - 100.0

<표 Ⅳ-51>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운영자 설문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피교육자는 참여 프로그램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

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관사업보다 높지 않음

○ 현재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가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임을 보여줌

(단위: %)

구 분 운영자 교육참여자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100.0 85.0

시민 문화공간 100.0 84.8

산업단지  80.8 89.3

지역 특성화(서울)  95.2 88.5

지역 특성화(전북) 100.0 84.1

<표 Ⅳ-52> 진행/참여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하는 정도: 운영자 vs 참여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공동체성(협력하는 시민)’으로 이해하는 비율은 사회적

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사업에서 많음

○ 이 같은 인식은 운영자, 교육 참여자 모두에게서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공동체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교

육주체와 교육지역(서울, 광역시)과도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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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 분

운영자 참여자

사례수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 

증가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사례수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증가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71.4 66.7 (26) 69.2 61.5

시민 문화공간 (36) 88.9 86.1 (107) 69.2 58.9

산업단지 (29) 62.1 62.1 (172) 50.0 51.2

지역 특성화(서울) (24) 91.7 66.7 (57) 71.9 56.1

지역 특성화(전북) (10) 80.0 30.0 (57) 49.1 40.4

<표 Ⅳ-53>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운영자 vs 참여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함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목표, 기대효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둘째, ‘공동체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비(非) 서울, 중소도시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주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의 전문성 평가가 지역 특성화사업보다 낮음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는 자신을 ‘시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 

○ 둘째,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정체성이 강하고, 시민 문화공간은 비(非) 문화예술단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음

(단위: 점)

구 분
교육주체의 전문성

운영자 교육 참여자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28 4.69

시민 문화공간 4.48 4.48

산업단지 4.68 4.64

지역 특성화(서울) 4.74 4.77

지역 특성화(전북) 4.56 4.40

<표 Ⅳ-54> 교육주체의 전문성: 운영자 vs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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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참여자는 교육주체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음

○ 교육 참여자가 특별히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임

○ 교육주체의 전문성 평가(운영자, 참여자)는 지역 특성화(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주체 가운데 문화예술단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 평가결과가 높음

- 교육 참여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보다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

문에 문화예술단체의 교육 전문성을 높게 평가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교육주체의 전문성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비(非)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협력체계에서 운영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운영을 검토할 수 있음

- 운영자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전문성 제고

○ 운영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중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는 없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성과 문화예술의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만의 전

문성을 의미하지 않음

- 비(非)문화예술단체와의 공동운영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임 

(3) 교육대상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유관사업과 비교하여 지역 내(內) 모든 사람을 대상

으로 하여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인근) 지역 주민 

일반

(인근) 지역 내 

특정 계층
모름 / 무응답 계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21) 81.0 14.3 4.8 100.0

시민 문화공간 (36) 75.0 25.0 - 100.0

산업단지 (29) 27.6 69.0 3.4 100.0

지역 특성화(서울) (24) 41.7 58.3 - 100.0

지역 특성화(전북) (10) 30.0 70.0 - 100.0

<표 Ⅳ-55> 교육대상자 설정: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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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 참여자 속성을 지역 특성화사업에 비교해보면 남성과 

20-30대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지역 특성화 사업이 대체로 여성, 중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과 차이가 있음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20-30대를 교육대상으로 

유입시킨 것은 유의미한 결과임

[그림 Ⅳ-6] 교육 참여자의 성별분포

[그림 Ⅳ-7] 교육 참여자의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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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성, 연령뿐 아니라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도 교육참여도가 

낮은 집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교육내용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내에서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의 차이점이 두드

러짐

○ 사회적기업 운영자는 교육내용(일상성, 지역사회 관련성)에서 만족도가 낮지만 참여자

는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운영자는 교육내용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교육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20대, 서울 지역)에 따라 내용 만족도가 높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일상성에서 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구 분

운영자 교육참여자

일상의 

문화예술

지역사회 

관련성

일상의 

문화예술

지역사회 

관련성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28 4.17 4.65 4.65

시민 문화공간 4.61 4.25 4.33 4.10

산업단지 3.64 3.71 3.89 3.50

지역 특성화(서울) 4.22 4.39 4.48 4.02

지역 특성화(전북) 4.44 4.22 3.91 3.85

<표 Ⅳ-56> 교육내용 만족도: 운영자 vs 참여자

□ 교육내용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차이점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 첫째, 사회적기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 사회적기업 참여자가 다른 교육사업 참여경험이 적어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보임

- 참여자의 연령이 낮은 것(30대 이하 80.8%)은 이들이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이 많지 

않음을 의미

○ 둘째,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가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음

- 시민 문화공간이 문화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아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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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결과로 보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기업의 교육 참여자의 속성과 관련 없이 교육내용 자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상의 문화예술, 지역관련 프로그램의 강화

○ 시민 문화공간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조성이란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을 지

역사회에 보다 착시킬 필요가 있음

(5) 교육방법

□ 운영자 설문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차이보다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의 차이가 두드러짐

○ 운영자 설문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시민 문화공간의 만족도는 매우 높고, 사회적

기업의 만족도는 매우 낮음

○ 시민 문화공간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은 ‘기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여자 설문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지역 특성화(서울)와 함께 만족도가 

높음

○ 교육방법 자체뿐 아니라 교육지역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는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서울지역 참여자가 교육과정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함

(단위: 점)

구 분

운영자 교육참여자

교육대상자의 참여 교육대상자의 협력 교육대상자의 참여 교육대상자의 협력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11 4.06 4.54 4.35

시민 문화공간 4.79 4.82 4.58 4.44

산업단지 4.39 4.11 4.33 4.00

지역 특성화(서울) 4.35 4.22 4.53 4.53

지역 특성화(전북) 4.33 4.22 4.20 3.87

<표 Ⅳ-57> 교육방법 만족도: 운영자 vs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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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교육방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변

화 필요

○ 시민 문화공간처럼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교육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참여자의 속성과 관련 없이 교육방법 자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6) 추진 및 협력체계

□ 사회적기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사회적기업 참여자가 추진체계를 비롯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

이 많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단위: 점)

구 분
운영자 교육참여자

추진체계 지역자원 활용 추진체계 지역자원 활용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50 4.77

시민 문화공간 4.55 4.31

산업단지 4.18 4.25

지역 특성화(서울) 4.43 4.53

지역 특성화(전북) 4.56 4.13

<표 Ⅳ-58> 추진체계 만족도: 운영자 vs 참여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현재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음

2) 프로그램의 효과

(1) 프로그램의 지속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는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다른 사업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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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자생력 있는 기업(사회적기업), 자체적인 공간(시민 문

화공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유관사업은 교육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

□ 참여자 설문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 그리고 타인 

추천 의향이 다른 사업보다 많지 않음

○ 운영자의 적극적 재참여 의사와 다르게 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만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에서 자유로운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이 아니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간접지원임

○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이 필요

(단위: 점)

구 분

내년도 사업 진행/참여 의향

운영자 교육참여자

예산지원 중단 시 

지속 진행
본인 재참여 타인 추천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61 4.77 4.65

시민 문화공간 4.03 4.65 4.62

산업단지 2.93 4.61 4.65

지역 특성화(서울) 3.61 4.75 4.76

지역 특성화(전북) 3.67 4.32 4.33

<표 Ⅳ-59> 교육 프로그램 지속성: 운영자 vs 참여자

(2) 프로그램의 예술적 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예술적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

지 않음

□ 특히 사회적기업의 운영자와 참여자는 모두 ‘예술 감수성 증진’, ‘일상의 표현능력 증

진’을 낮게 평가

○ 사회적기업 운영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운영자는 교육주체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일상성/지역성, 피교육자의 참여도에서 모두 

낮은 만족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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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 분

운영자 교육참여자

예술감수성/

이해력 증진

 일상의 

문화표현능력 증진

예술감수성/

이해력 증진

 일상의 

문화표현능력 증진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4.00 4.22 4.23 4.12

시민 문화공간 4.39 4.45 4.25 4.25

산업단지 4.48 4.25 4.27 4.23

지역 특성화(서울) 4.65 4.65 4.56 4.58

지역 특성화(전북) 3.78 4.22 4.02 4.07

<표 Ⅳ-60> 교육 프로그램 예술적 효과: 운영자 vs 참여자

- 운영자는 현재의 교육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낌

○ 사회적기업 피교육자는 ‘예술 능력’의 증진을 교육 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 피교육자는 교육주체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일상성/지역성에서 만족도가 높음

- 그렇지만 예술적 효과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회적기업의 피교육자가 교육을 통해 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술능력’임을 보여줌

□ 시민 문화공간 참여자의 평가는 유관사업과 큰 차이 없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 전반적으로 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자는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지만, 교육참여에 따른 예술능력 

증진을 체감하지 못함

○ 프로그램의 일상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협력, 컨설팅의 

적극성 요구

○ 시민 문화예술교육 역시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함

(3)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 ‘모임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차이보다 사회

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의 차이가 두드러짐

○ 사회적기업의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모임구성’의 점수가 다른 사업보다 낮음

○ 시민 문화공간의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모임구성’의 점수가 높음

○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임구성이 적고, 시민 문화공간은 자체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모임구성 활발

□ ‘공동체 관심증가’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지역 특성화(서울)보다 약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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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예술교육의 목표를 ‘공동체성’이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효

과를 체감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사업을 진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단위: 점)

구 분
운영자 교육참여자

모임활동 시작 공동체 관심 증대 모임활동 시작 공동체 관심 증대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3.44 4.22 3.12 4.31

시민 문화공간 4.33 4.58 3.67 4.36

산업단지 4.46 3.96 3.60 4.14

지역 특성화(서울) 3.83 4.61 3.14 4.58

지역 특성화(전북) 3.33 4.56 3.42 4.20

<표 Ⅳ-61>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효과: 운영자 vs 참여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다른 사업은 공통점과 차별성이 동시에 나타남

○ 공통점: 교육 참여자 인식에서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가 유사함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의 만족도가 전북지역, 산업단지보다 

높음

- 프로그램의 성격보다는 참여자의 속성(지역, 연령)에 따라 교육참여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

○ 차이점: 운영자 인식에서 시민 문화공간은 사회적기업보다 지역 특성화(서울)와 유사함

- 운영자 설문조사에서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서울)의 만족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만족도가 낮음

- 사회적기업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피교육자는 현재 참여중인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인식하여 참여자 간 인식이 유사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

육의 목표를 ‘공동체성’으로 인식

○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참여자는 차이를 느

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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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공통점

시민문화

예술교육 

이해

○ 시민사업군 참여자는 프로그램 방향의 차별성 인식 못함

 - 5개 사업 참여자 모두 현재 참여 프로그램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인식하

는 비율 높음

<표 Ⅳ-62> 설문조사 비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vs 유관사업

○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운영자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 및 타인 추천 의향이 유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참여자가 느끼는 예술적 효과(감수성 증진, 일상 표현능

력 증진)는 유관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

○ 전체적으로 운영자 인식은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서울)가 유사하며, 참여자 인

식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지역 특성화(서울)가 유사하여, 시민 문화예술교

육과 지역 특성화(서울) 사업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사회 문화

예술교육과 다르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보다 유관사업의 운영자가 스스로 전문성이 더 

높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의 기대수준이 높음

○ 교육대상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남성과 20~30대 비율이 높음

- 유관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특정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여성과 중년층 

이상의 참여비율이 높음

○ 교육방법(피교육자의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운영자 만족도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

(群) 내에서 차이가 많음

- 사회적기업은 만족도가 낮고, 시민 문화공간은 만족도가 높음

○ 교육방법(피교육자의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

(群)과 지역 특성화(서울)에서 높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운영자는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속 의향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유관사업 운영자의 사업지속 의향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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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교육목표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를 ‘공동체성’으로 이해

교육내용 ○ 참여자는 교육 내용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

교육방법 ○ 참여자는 교육방법에 차이를 느끼지 못함

추진 및 

협력체계
○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운영자의 만족도 비슷함

프로그램 

지속성

○ 시민사업군 참여자의 재참여 의향, 타인 추천 의향은 큰 차이가 없음

 - 지역 특성화(전북)가 비교적 낮음

운영자 

인식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 인식은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 인식과 유사

참여자 

인식
○ 시민사업군 교육 참여자 인식은 지역 특성화(서울) 참여자 인식과 유사

차이점

시민문화

예술교육 

이해

○ 운영자: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르다고 인식

○ 운영자: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공통점이 더 많다고 

인식

교육주체 ○ 운영자: 전문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 ○ 운영자: 전문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

교육대상
○ 지역 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남성과 20-30대 비율이 높음

○ 지역 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함

○ 지역 특성화: 여성, 중년층 이상의 

비율이 높음 

교육방법

○ 사회적기업 운영자: 피교육자 참여/

협력에 가장 만족도 낮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 피교육자 참

여/협력에 가장 만족도 높음

○ 시민사업군 참여자: 비교적 만족도

가 높음(지역 특성화(서울)와 비슷함)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 참여

자: 피교육자 참여/협력에 비교적 

만족도가 낮음

추진 및 

협력체계

○ 사회적기업 참여자의 지역자원 활용

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

프로그램 

지속성

○ 시민사업군 운영자: 예산지원과 관

계없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음

○ 유관사업: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사

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비교적 

낮음

프로그램 

예술적 

효과

○ 사회적기업 운영자/참여자: 예술 감

수성 증진과 일상 표현능력 증진을 

높게 평가하지 않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 일상의 표현

능력 증진을 높게 평가하지만 참여

자는 타 사업과 큰 차이 없음

○ 지역 특성화(서울)는 일상성과 예술

적 효과 점수가 높음

사회적 

효과

○ 사회적기업 운영자/참여자: 모임구성 

점수 낮음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참여자: 모임 

구성 점수 높음

○ 시민사업군 참여자: 공동체 관심 증가가 

비교적 높음(지역 특성화(서울) 제외)

○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참여자: 

공동체 관심 증대가 가장 높음 

○ 산업단지, 지역 특성화(전북): 공동

체 관심 증대가 비교적 낮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유관사업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같은 사업군(群)이지만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에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의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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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사례조사

□ 사례조사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과 유관사업(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

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실시

○ 사례조사는 운영자 면담(직접 사업장 방문, 또는 운영자 집단면담)과 사업장 방문시, 

교육 참여자 면담 형식으로 진행

○ Ⅱ장에서 제시한 분석기준에 따라서 면담 실시

사업군 세부사업

사례조사 

대상단체

(개)

운영자

인터뷰

(명)

참여자 

인터뷰

(명)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확대 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3 4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3 3 4

소계(A) 6 6 8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B) 5 5 5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 4 4 8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운사업 4 4 4

소계(C) 8 8 12

총 계 (A+B+C) 19 19 25

<표 Ⅳ-63> 면담 및 방문조사 실시단체 수

1.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1)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총 6개 사업 중 3개 사업 운영자 대상 면담과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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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혁

 ○ 2011년 사업 시작 

  - ‘지역유휴공간’에 대한 고민

 ○ 2012년 사업 수행

  - 거점 구축, 핵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지역 네트워크 형성, 사업구체화를 위한 리서치 

진행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사업목표

 ○ 도시, 공공, 문화예술 간의 관계 디자인

 ○ 도시 문제 해결 및 더 나은 삶의 방법 제시

 ○ 쉽게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향유 시스템 구축

 ○ 재정적 안정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토대 구축

 ○ 후속 사업 및 타 기업에 긍정적 영향 전파

 ○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생성

□ 교육주체

 ○ 공공미술프리즘에서 프로그램 진행

  - 2003년 공공성과 공공 공간, 시민참여 등 한국 공공미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비영리 생활단

체 결성

  -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사 업 명 창신동 “뭐든지 예술학교”

단 체 명 ㈜아트브릿지

사업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사 업 명 시민창작센터 제1호, 생활문화디자인공방 “레드툴 공방”

단 체 명 공공미술프리즘

사업지역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및 고양시 일대

사 업 명 지속가능한 삶의 감각과 방식을 공유하는 명랑에너지발전소

단 체 명 문화로놀이짱

사업지역 서울시 마포구

(1) 진행사업 개요

□ 운영자 면담, 현장방문(참여자 면담)을 실시한 3개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기준에 맞

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1) 

① 시민창작센터 제1호, 생활문화디자인공방 ‘레드툴 공방’

21) 아래의 사업제안서(계획서), 운영자와 참여자 면담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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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공간 디자인 및 공공미술, 지역문화기획, 커뮤니티 문화센터, 생활문화 디자인 공방 운

영 등의 활동 진행

 

 ○ 공공미술프리즘 소속 인력이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은 공공미술프리즘 내부 인력이 기획

  - 본 사업 추진 인력 체계는 대표를 중심으로 사업기획설계 및 전체 사업 디자인 가이드 구성 인

력, 교육사업개발 및 교육사업 운영 인력, 레드툴 공방 운영·마케팅 및 회원관리 인력으로 구성

  - 프로그램 당 공공미술프리즘 내부 인력 1명이 교육

□ 교육대상

 ○ 경기도 고양시 일대 어린이·청소년, 성인, 지역 주민

 ○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 인원

   ① 교과교육 공방, ② 자투리 공방: 어린이·청소년 150명 내외

   ③ 디자인&아트마켓 워크숍: 성인 10명 내외

   ④ 작업박스 만들기 디자인 워크숍: 성인 10명 내외

   ⑤ 우리 동네 만들기 커뮤니티디자인 워크숍: 지역주민 10명 내외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대상에 적합한 공방(工房) 교육 

교육대상 프로그램 내용

어린이·

청소년 

교과교육 공방
오감키네틱 조립 키트 교구를 중심으로 

생물수업과 연계한 만들기 교육

자투리 공방
각종 자투리 재료를 사용하여 생활 디

자인 제품 제작

성인
디자인&아트마켓 워크숍 참여자가 직접 제품을 기획·제작

작업박스 만들기 디자인 워크숍 창작도구함 구상·설계·제작

특정 

지역 주민 

우리동네 만들기 커뮤니티디자인 

워크숍

공간을 매개로 환경파악·공간설계·계획·

운영방안 설립

□ 교육방법

 ○ 어린이·청소년,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디자인 워크숍 형태로 레드툴 공방에서 진행되며 특정 

지역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은 특정지역, 마을에서 진행

□ 추진 및 협력체계

 ○ 고양시와 상가(商街)협의회의 지원금 확보

 ○ 고양시청, 지역 기자단, 상인연합회 등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

  - 고양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고양시 발간물 등을 통해 홍보

□ 사업연혁

 ○ 2012년 사업 시작

  - 창신동 커뮤니티 활동 바탕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및 지역조사, 모니터링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② 창신동 “뭐든지 예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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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뭐든지

예술학교

조선배우학교
창신동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맘껏그린핑거

프리 프로덕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창신동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유산 바탕

-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콘텐츠 발굴

- 전문창작자와 협업을 통해 공연 가능한 프리 프로덕션

- ㈜아트브릿지 기존 공연사업 부문과 연계 및 판매

책 읽어주는 선비, 전기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게 지역 이야기와 책을 콩트 형태로 

프로그램 진행

□ 사업목표

 ○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 제 2의 커뮤니티 공간 ‘뭐든지 예술학교’ 마련

 ○ 창신동 역사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프리 프로덕션 설립, 공연사업 부문과 시너지 창출

□ 교육주체

 ○ ㈜아트브릿지

  - 2007년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체로 설립

  -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 소속 총괄 1명, 문화예술강사 1명과 프리랜서 코디네이터 1명, 문화예술강사 1명이 프로그램 

진행

  - ‘뭐든지 예술학교’: 전문예술강사 및 아트브릿지 직원이 운영

  - ‘프리 프로덕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창신동 주민 및 연출, 작가, 배우 등이 운영

  - ‘책 읽어주는 선비, 전기수’: 전문배우 및 아트브릿지 직원이 운영

□ 교육대상

 ○ 창신동 지역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 프로그램별 교육대상

   ① 조선배우학교: 기존 어린이 대상 → 청소년, 학부모 대상 → 지역 연극동아리

   ② 맘껏그린핑거: 기존 어린이 대상 → 어린이, 학부모 대상교육 → 일자리 창출사업

   ③ 프리 프로덕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창신동 주민과 전문예술인 협업

   ④ 책 읽어주는 선비, 전기수: 창신동 지역 어린이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연극

  - 교육 대상에 적합한 연극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공연 제작

□ 교육방법

 ○ 교육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진행

 ○ ‘뭐든지 도서관’, ‘뭐든지 예술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

□ 추진 및 협력체계

 ○ 종로드림스타트센터, 중부교육지원청의 외부지원금을 통해 재원 확보

 ○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 등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 및 인쇄물, 지자체 소유 매체 등을 통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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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혁

 ○ 2011년 사업 시작

 ○ 2012년 사업 진행

  - 물리적 토대 구축, 인문학과 만들기를 연결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품과 프로그램 연결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사업목표

 ○ 일상적 접속 가능한 만들기 도서관 상시 운영

 ○ 지역 주민, 예술가를 위한 도구 대여 서비스 오픈

 ○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재활용 만들기를 매개로 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역 주민 자발적 만들기, 관련 기술 및 재능 공유 가능한 공간과 자원을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 생활 문화 전반에 적용되는 공간 디자인으로 사업 모델 확장 및 정책과 연계점 모색

□ 교육주체

 ○ 문화로놀이짱

  - 2004년 대중문화와 예술을 통한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지역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소속 총괄디렉터 1명, 사업총괄 1명, 교육 강사 및 프로그램 기획 2명과 외부인력 공간운영 및 

자료 DB화 1명, 공간운영 1명 등 총 6명이 사업 운영

□ 교육대상

 ○ 일반시민

 ○ 참여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마포 FM,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생활단체를 통해 모집

□ 교육내용 및 장르

 ○ 만들기 교육

  - 노동과 생산의 가치 회복, 삶의 모든 구성물을 조금씩 재구성하는 인식과 행동의 과정을 통해 

정성스럽게 만들고 오래도록 멋스럽게 사용하는 감각을 되찾기 위한 교육

 ○ 돈에서 삶으로 전환하는 ‘삶을 위한 만들기’ 학교

  - ① 워크숍+아카데미를 결합한 통합형 교육 모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를 만드는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② 시민들의 자발적 소모임 지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워크숍 개최 가능한 공간과 시스템 지원

□ 교육방법

 ○ 문화로놀이짱 마을작업장 ‘명랑에너지발전소’에서 진행

 ○ 워크숍+아카데미를 결합한 통합형 교육 모델

  - 재활용 목공 워크숍 3종 키트를 중심으로 제작 워크숍

  - 관찰과 사유, 재구성 과정을 학습하며 직접 실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

  - 외부작업자 협업 프로그램인 손기술 워크숍, 제작인문학 연구모임

 ○ 시민의 자발적 소모임 지원

  -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필요한 손노동과 만들기 기술 공유

  - 다양한 작업자와 기술자가 도서관 형식으로 등록하여 워크숍, 대여

□ 추진 및 협력체계

 ○ 서울시 비영리생활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외부지원금 통해 재원 확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마포 FM,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생활단체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전단지, 웹 홍보물 광고 캠페인, 지역 소식지 등의 매체 활용하여 홍보

③ 지속가능한 삶의 감각과 방식을 공유하는 명랑에너지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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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 사업목표

○ 운영주체는 ‘일상의 문화예술’과 ‘교육을 통한 변화’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

- “지역 주민을 둘러싼 한정된 삶의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적 삶의 

영역과 연계”(아트브릿지)

- 돈이 아니라 삶을 위한 만들기 학교(문화로놀이짱)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것이 시민 문화예술교육

이 추구해야 하는 것”(공공미술프리즘)

○ 운영주체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사업화 모델로 연계시키고자 함

- ‘디자인&아트마켓 워크숍’, ‘작업박스 만들기 디자인 워크숍’은 제품화가 최종 목적임

(공공미술프리즘) 

- “교육을 제공하면 소비층 확대와 기업의 입지가 강화됨”(문화로놀이짱)

- ‘프리 프로덕션’을 통해 기존의 공연사업과 연계하여 판매를 모색(아트브릿지)

○ 운영주체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보다 교육목표와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있음

- “이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함”(아트브릿지)

- “지역 특성화 사업과 달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슈를 찾아내

는 것이 문화예술단체의 몫”(공공미술프리즘) 

- “타 사업과 차별성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지는 어려움”(공공미술프리즘)

○ 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다는 느낌보다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

여한다고 느끼고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단어는 생소함”(아트브릿지 참여자, 여[40대 주부]) 

- “무엇을 얻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참여했고, 참여하는 자체

가 즐거움”(공공미술프리즘 참여자, 남[은퇴자])

□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 단체에서 시작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예술 프

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자체인력만으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지역과 서울 인접 신도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문화예술 전

문가집단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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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문화예술교육이 범람한 상황에서…(후략)”(공공미술프리즘)

○ 운영주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교육 참여자는 교육단체와 교육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존중함

-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잘 조율해주고 있음”(공공미술프리즘 참여자, 남

[은퇴자])

- “처음에는 아이(4세)가 어리기 때문에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좋

아하게 되었음”(아트브릿지 참여자, 여[30대 주부]) 

   

□ 교육대상

○ 대도시와 신도시의 일반 시민을 교육대상자로 이해하고 사업 진행

-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 사회적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신도시 중심성을 벗어나기 어려움

○ 실제 참여자도 직장인, 은퇴자, 주부(아이와 함께), 취업준비생 등으로 매우 다양함

- 목공 기반 문화로놀이짱: 직장인 참여가 많음

- 공방 기반 공공미술프리즘: 은퇴자, 취업준비생 등이 다양하게 참여

- 연극 기반 아트브릿지: 주부와 어린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가 많음 

○ 사업별로 교육대상자 모집과 참여의 지역 단위가 다소 다름

- 서울시 전역, 고양시 전역에서 일반 시민이 교육에 참여(문화로놀이짱, 공공미술 프리즘)

- 반면에 아트브릿지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주민이 주로 교육에 참여

○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문제

- 목공(만들기), 공방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위가 확장될 수 있음

- 기획단계에서 동(洞)지역의 일상을 기반으로 한 연극 만들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가 작음(아트브릿지)

□ 교육내용

○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일상을 접목하고자 노력함

- 공방을 기반으로 하지만 교과(학생 대상)와 생활 자투리를 활용하여 생활과의 연관성

을 높이고자 함(공공미술 프리즘)

- 목공을 기반으로 하지만 ‘나를 닮은 진짜 공간 만들기’처럼 일상 속의 목공 추구(문화

로놀이짱)

- 연극에 창신동의 역사(조선배우학교), 지역 내 문제(소규모 공장 집에 따른 아동보육과 

육아 등)를 포함시키고자 함(아트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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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화예술 장르, 탈(脫) 문화예술 장르를 포괄하고자 노력함

- 프로그램 내에 인문학을 결합시키고자 함(제작 인문학): 문화로놀이짱

- “서울에서 식물(植物)을 직접 만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이가 직접 식물을 심고 화

분을 꾸미는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함”(아트브릿지 참여자, 여[30대 주부]) 

○ 기본 장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 교육방법

○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활발 

- 연간 계약강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는 형식 교육이 많음

-  교육강사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직원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강의형 수업이 

적음

○ 교육대상자의 참여가 활발함

- 3개 단체에서 모두 교육방향과 진행을 교육대상자와 협의하는 워크숍 진행

- 지역 주민과 연출, 작가, 배우 등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아트브릿지, 프리 프로덕션)

- 교육참여자의 소모임 구성 지원 프로그램(문화로놀이짱)

- “참여자가 서로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다른 참여자가 채워줌”(공공미술프리즘 참

여자, 남[은퇴자])

□ 추진 및 협력 체계

○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대1 관계를 맺고 있지만 최대한 자율성 보장

- 운영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예산과 기간에 대해서 만족

- “예산지원과 여유로운 지원기간 덕분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아트브릿지)

- 다만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의 질적 수준 고양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

속지원, 거점지원,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반면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성과평가의 압력이 많다고 인식

○ 운영주체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역 내에서 재원(財源) 발굴

- 고양시 상가(商街)협의회에서 예산지원 받음(공공미술프리즘)

-  종로드림스타트센터, 중부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받음(아트브릿지)

-  서울시 비영리생활단체 공익활동 참여(문화로놀이짱)

○ 동일한 사업(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네트워

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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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연혁

 ○ 2012년 사업 시작

  - 용산구 해방촌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공간 거점 조성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사업목표

 ○ 일상과 문화의 결합

 ○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서 해방촌 지역 공동체 구성

 ○ 공동체와 공동체공간 활성화·개방·네트워킹

 ○ 문화예술 공동체 생태계 구축 

□ 교육주체

 ○ 빈가게

  - 2010년 용산구 해방촌에 설립

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사업

□ 총 6개 사업 중 3개 사업 운영자 대상 면담과 현장방문 실시

사 업 명 해방촌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사업

단 체 명 빈가게

사업지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 일대 

사 업 명 우리동네 하하 발전소 시즌2

단 체 명 문화예술센터 결

사업지역 울산 북구 농소2동(중산동)

사 업 명 땡깡학교

단 체 명 나무심는 목수들 (가제트 공방)

사업지역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일대

(1) 진행사업 개요

□ 운영자 면담, 현장방문(참여자 면담)을 실시한 3개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기준에 맞

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2)

① 해방촌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사업 

22) 아래의 사업제안서(계획서), 운영자와 참여자 면담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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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공동체로 시작하여 공간과 자본을 공유하는 협동조합 형태 조직으로 발전

  - 까페 해방촌 빈가게, 빈집, 연구소, 빈고 등을 함께 운영

 ○ 공적기금 운영사업은 이번 사업이 처음

 ○ 빈마을과 해방촌 주민이 함께 프로그램 운영

 ○ 빈가게, 빈연구소, 빈집 소속의 인력 7명이 사업 운영

  - 해방촌장날 담당 1명, 사업전체 코디네이팅 1명, 역량강화 1명, 모임/워크숍 1명, 네트워크 1

명, 해방촌 장날/상담소 1명, 모임/워크숍/공작소 1명

□ 교육대상

 ○ 해방촌 주민을 중심으로 누구나

□ 교육내용 및 장르

 ○ 장르는 통합 장르로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음

 ○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 가능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공동체 문화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오픈 프로그램, 외부 공동체 탐방 프로그램, 공동체프로그램

주민제안 프로그램뱅크 주민제안 교육 학습 지원

역량강화 및 전략개발 일상적 책읽기, 연구발표, 글쓰기

해방촌 장날+축제 해방촌 문화 장날 프로젝트, 영화제, 해방절 축제  

□ 교육방법

 ○ 공동체 문화교육 프로그램

  - 각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워크숍을 오픈해서 진행

  - 3인 이상의 해방촌 주민이 공동체 공간 탐방 및 교육

  - 갈등 해결 워크숍, 집단 상담, 비폭력 대화, 공동체 놀이 진행

 ○ 주민제안 교육 프로그램

  - 주민이 직접 기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도움 

  - 예산 책정, 주제, 커리큘럼, 홍보까지 기획자(주민)가 직접 시행

  - 빈가게는 강사비, 홍보 등 지원

 ○ 역량강화 및 전략개발

  - 함께 일상에서 공부를 지속하고 세미나, 토론회, 강연, 포럼 등을 기획·진행 및 결과물 자료화

 ○ 해방촌 장날+축제

  - 문화 장날: 근처 공간을 활용하여 공방 및 모임을 통한 생산품 등 제작된 결과물 판매 및 문화

예술 행사 진행

  - 영화관: 월 1회 카페를 영화관으로 변신시켜 독립영화 중심으로 상영 및 제작자 초청

  - 해방절 축제: 풍등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해방되고 싶은 것을 적어 광복절 10시에 하늘

로 날림 

□ 추진 및 협력체계

 ○ 근처의 용산동2가 주민센터에서 장소협력

□ 사업 연혁

 ○ 2012년 사업 시작

  - 다양한 프로그램의 동시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② 우리동네 하하 발전소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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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사업목표

 ○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현

 ○ 시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 자립적 문화예술협동조합 기반 구축

 ○ 문화공간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교육주체

 ○ 문화예술센터 결 

  - 2004년 창조적 공연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 201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사업 본격 진행

  - 소속 프로그램 기획·진행 1명, 외부 강사 13명, 행정·재정지원/프로그램 협력/홍보 15명으로 구성

 

□ 교육대상

 ○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대상이 다름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하하발전소 마을주민/ 유관단체 및 강사

화요 감성카페 마을주민

배꽃 수다방 마을 여성

마을밴드 마을주민

마을목공소 남성/가족 

마을극단 마을주민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도서관 자원봉사자/엄마

  - 하하발전소 전단, 주민센터,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모집

□ 교육내용 및 장르

 ○ 프로그램별로 교육내용 다름

프로그램명 주요 교육내용

하하발전소
강사 대상 워크숍,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중산문화센터 외부공간 

공원조성, 우리마을 예술축제 기획, 파일럿 프로그램 등  

화요 감성카페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문화기획, 우리동네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양성

배꽃 수다방 공예 수업을 통해 작품 제작, 배꽃 수다방 카페에서 아트페어

마을밴드 마을 주민 대상 밴드 구성 및 활동

마을목공소 남성 및 가족 대상 목공 수업

마을극단 일상 교류, 소통하는 연극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동네 도서관을 공동체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성화, 그림자극단

 

□ 교육방법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기획이 가능한 인력 양성까지 염두에 둠

 ○ 담당자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참여자가 직접 찾아나갈 수 있

도록 촉진자 역할

 

 ○ 프로그램별 교육방법 및 체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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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교육방법 및 체계

하하발전소
월례회의 및 워크숍, 간담회, 컨설팅 및 포럼, 사업평가회,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진행

화요 감성카페
버킷리스트 작성 후 강좌 및 프로그램으로 직접 기획 및 실행, 스

터디 투어

배꽃 수다방 공예체험 활동을 통해 상품화 

마을밴드 합주연습 및 라이브 클럽, 마을예술축제, 박람회 공연

마을목공소 마을에 버려진 가구로 다양한 제품 개발·제작

마을극단 마을 이야기 스토리텔링, 연극놀이 등 진행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다양한 책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을 체험하고 이를 공연

으로 실행, 그림자 극단을 만들어 순회 공연 진행, 책 이야기 공연

단 ‘책 놀이단’ 구성

□ 추진 및 협력체계

 ○ 거점 시설이자 교육 장소인 중산문화센터는 사업 내 유일한 행정시설로 2010년 개관 후 이용

률이 높지 않아 어려운 시기를 겪음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주민조직과의 운영 네트워크 구성 

  - 마당극단, 문화예술교육 스튜디오 ‘노래숲’, 예술교육연구모임 ‘담쟁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와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중산문화센터, 한울타리 체험장, 기적의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과 운영 네트워크 구성

  - 배꽃수다방, 하하발전소 수강생 등 주민으로 조직된 구성원과 네트워크 구성 

□ 사업연혁

 ○ 2012년 사업 진행

  - 전략 및 콘텐츠 개발, 실무능력 향상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사업목표

 ○ 지역 시민문화자원의 역량강화

  - 전략개발, 콘텐츠개발, 네트워크강화

□ 교육주체

 ○ 나무심는 목수들(가제트 공방)

  - 2011년 설립된 생활공동체(경쟁보다 만남, 소통을 기반으로 삶의 질과 관계 향상 목적)

  - 공동육아어린이집(성리산 마을공동체) 부모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 기반

  - 한 건물에 주민출자로 구성된 공동작업장, 카페, 작은 도서관이 함께 모여 있는 형태 

  - 초기에는 8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의 단체였으나 공동출자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해

산, 현재 책임자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획단 구성  

□ 교육대상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민

  - 독립 생활자, 직장인 남성, 다문화 가정 등 시민 주체

□ 교육내용 및 장르 

③ 가제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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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용

땡깡학교 Ready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컨텐츠 생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서 땡깡학

교 전략 및 컨텐츠 개발

처음으로 땡깡 피우다 땡깡학교 기초프로그램

이러다 귀신 나온다 공방 방문자의 쾌적한 이용 위한 환경 개선

날좀보소 가제트 공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 교육방법 

 ○ 땡깡학교 기획단이 문화예술인, 생활기술인, 전문가 그룹 등 지역자원을 운영인력으로 활용하여 

시민 주체의 2013 땡깡학교 진행 

 ○ 시민 대상 목공교실, 요리교실 등 진행

□ 추진 및 협력체계

 ○ 마포구 내 기관 및 단체, 공방과 협력

  -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 FM, 마포울림두레생협, 하자센터 목공방과 

협력

(2)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 사업목표

○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이해가 다름

○ 문화예술(교육) 단체는 교육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시민 문화환경 조성으로 인식

- “거점이 조성되면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다른 형태의 참여를 

불러일으킴. 문화 환경조성(향유기회 제공, 개인 문제 해결 역량 향상 포함)은 지역민

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시스템화시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내는 것임”(문화예술

센터 결)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보다는 시민의 지역공간 확보에 초

점을 두고 있음

○ 지역 단위의 공동체 형성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현 수단이 문화예술

(교육)단체와 비(非)문화예술단체에서 차이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반면에 비(非)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보다 기존의 활동(사람을 모이게 하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비(非)문화예술단체의 편차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자체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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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익

숙함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에 4~5년 정도 참여했으며 2년 전 지역에서 주관한 문화예

술교육 거점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음. 2013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도 진행 중임”(문화예술센터 결)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주민제안을 통해서 주민이 주된 교육주체가 되거나, 인적 네트워

크를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가와 협의하여 교육 진행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자체의 공간을 어떻게 문화예술과 접목시킬지에 초점을 둠

- “2012년에는 목공체험교사 양성프로그램, 공방, 카페, 주점 등이 혼재되었으나 이제는 

공간의 정체성이 생겨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함”(가제트 공방)

- 자체 공간(인근 공간)에서 주민 제안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빈가게)

□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는 동(洞) 단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정

- 실제 문화예술센터 결, 가제트 공방은 생활권역 내 주민이 주로 참여

- 빈가게 역시 계획단계에서는 동(洞)단위로 대상자를 설정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

이 참여

- “서울시 양재동, 방화동은 물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음”(빈가게 

운영자)

- “김포공항 근처에서 해방촌까지 오기가 멀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강남이나 일산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음”(빈가게 주민제안 프로그램 참여자, 여[30대])

- 이 같은 차이는 빈가게의 지명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운영단체 사업별로 교육 참여자가 다양함

- 문화센터 결: 40~50대 주부가 주된 교육 참여자이며, 가족과 부부 프로그램을 유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반적 참여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가제트 공방: 소재지인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가장(家長)을 주된 

참여자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목공을 기반으로 한 공간이기 때문임

□ 교육내용

○ 특정한 예술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예술, 문화, 일상 프로그램 진행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공예, 목공, 연극, 도서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개별 프

로그램을 통합하여 마을축제를 진행(문화예술센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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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참여자가 지난해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

○ 비(非)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공간 내에서 일상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 교육방법

○ 참여자가 강사로서 전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크지 않은 

정도임

- “프로그램(하하 발전소)에 참여한 팀이 내년에는 강사로 활동할 예정인데, 이들은 예

술강사가 지니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강함”(문화예술

센터 결 운영자)

-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강사가 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강사가 부담스러웠으나 

막상 해보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짐”(문화예술센터 결 참여자, 여[50대 주부])

○ 교육대상자의 참여가 매우 활발한 특성을 보임 

-  “지난해는 프로그램(배꽃 수다방)에서 만들기(공예) 자체가 재미있었는데 현재는 프

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훨씬 재미있음”(문화예술센터 결, 참여자[40대 여성])

-  “포스터를 보고 주민 제안 기획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기획자와 주 강사

로 참여하게 됨”(빈가게 주민제안 프로그램 제안 및 기획자, 여[30대])

○ 교육 참여자의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짐

- “프로그램 참여자로 시작했던 주민이 나중에 직접 워크숍을 기획하고 주민 워크숍의 

주강사로 참여하도록 참여자끼리 서로 독려하게 됨”(문화예술센터 결 운영자) 

- “프로그램을 마치고 바로 앞 찻집에서 그날의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

짐”(빈가게 주민제안 프로그램 참여자, 여[30대])

○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활발

- ‘사회적기업’의 교육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간 계약강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

가 직접 체험하는 형식의 교육이 많음

□ 추진 및 협력 체계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지역 내 문화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음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지역 내 문화단체(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없고,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사업 진행

- 문화예술교육 사업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진행 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사람이 없고, 문서(서류) 작업이 어려움”(빈가게 운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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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일은 결산서류를 만드는 것이었음”(가제트공방 운영자)

○ 동일한 사업(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조성)을 진행하는 단체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

지 않음 

2. 시민 문화예술교육 유관사업

1) 지역 특성화(서울) 문화예술교육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하는 8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 운영자 대상 면담, 3개 사업

의 현장방문 실시

사 업 명 춤너머 줌마렐라

단 체 명 Arts Communication 21

사업지역 서울시 성북구

향유기관 성북구민여성회관

사 업 명 골목길 학교 만들기

단 체 명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사업지역 통인동 일대(통인동, 효자동, 청운동)

향유기관 청운 효자동주민센터

사 업 명
랄랄라, 산책하는 아줌마문화학교

-동네아줌마예술가 양성을 위한 길 위의 창작학교

단 체 명 줌마네

사업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마포구 연남동 일대

향유기관 서대문구립 이진아도서관

사 업 명 그림 편지

단 체 명 고도아트

사업지역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길동 

향유기관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

(1) 진행사업 개요

□ 운영자 면담, 현장방문(참여자 면담)을 실시한 4개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기준에 맞

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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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혁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작

  - 2010년 ‘아줌마 예술시장 장보러가서 춤바람 났네’: 중년 여성대상의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경험위주 교육

  - 2011년 ‘춤추는 줌마렐라’: 무용 장르 중심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배우고 춤을 추면서 참여자에

게 춤이 지니는 의미를 지각하는 교육

  - 2012년 ‘춤 나눔 줌마렐라’: 참여자가 느낀 즐거움을 타인과 공유하고 봉사하고자 노인복지센터

에서 함께 춤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3년 ‘춤 너머 줌마렐라’로 연속사업 진행

 ○ 4년째 성북구에서 지역 특성화 사업 진행 중

□ 사업목표

 ○ 참여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한 공감 및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과정 참여

 ○ 참여자 주체의 네트워킹 형성

 ○ 성북구 지역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 심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발전

 ○ 강사 역량 확대 및 강화

□ 교육주체

 ○ Arts Communication 21

  - 00대학교 무용전공 졸업생을 주축으로 2009년에 설립된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모든 예술장르를 통합하여 교육과 공연, 학술 활동에 

필요한 연구와 실천을 목표로 함

 ○ 소속 기획자 1명,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이 프로그램 운영

  - 4인의 교육주체가 함께 회의를 통해 교육방향 설정

  - 시간 별 교육내용에 따라 파트별 전문 강사가 주강사로 수업 진행

□ 교육대상

 ○ 성북구 거주 중년여성이 주된 교육대상

 ○ 등록인원은 50명, 평균 참석인원은 11~15명 정도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무용

 ○ 참여자가 역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무용콘텐츠 제작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0차시, 주 1회, 목요일 10시~12시에 성북구민여성회관 다목적실에서 진행

 ○ 기획 및 진행 1명과 강사진 3명이 교육프로그램 진행

 ○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재조정함

 ○ 지역에 관한 주제에 대해 참여자가 토론을 하고 자신의 생각 및 이야기를 공유한 후, 이를 바

탕으로 참여자가 직접 동작을 창작

  - 동작의 전체적 구성은 강사진이 도움

 ○ 교육과정에 현장학습과 결과발표회 포함

□ 협력 및 전달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① 춤너머 줌마렐라

23) 아래의 사업제안서(계획서), 운영자와 참여자 면담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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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초기에 보도자료 및 시 홈페이지 등 언론을 통해 사업 홍보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컨설팅, 수업모니터링(1년에 3번) 지원

 ○ 향유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성북구민여성회관과 성북구청과의 사전 교류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 및 프로

그램 진행 방향성과 내용 공유

  -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업내용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일정 수립

  - 성북구민여성회관에서 장소 대여, 홍보 및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성북구민여성회관 내에서 진행하는 지역축제 돕고 참여도 함

□ 사업연혁

 ○ 2013년 지역 특성화사업 처음 진행

□ 사업목표

 ○ 문화의 생산자-소비자로서의 주민 공동체 형성

 ○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주민의 지역 데뷔 무대로서 ‘문화예술학교’ 만들기

□ 교육주체

 ○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 2008년 설립

  - 공동체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독려하는 콘텐츠를 생산·운영하여 건강한 공동체 구성이 목적

  - 공동체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문화교육 프로젝트 운영, 다양한 예술체험 방법론을 통한 개인 

정체성 회복, 찰흙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 운영, 지역고유의 문화예술 자원의 발굴 및 연구 활동

 ○ 소속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과 외부 보조인력 1명 등 총 4명이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통인동일대(통인동, 효자동, 청운동) 주민

 ○ 평균 참석인원은 8명 정도

  - 연령대는 60-70대로 여성 비율이 높음

  - 대부분 참여자는 문화 해설사, 통장, 사회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함

□ 교육내용 및 장르

 ○ 찾아가는 주민 스토리텔링(관계회복 프로그램)

  - 주민대상의 교육이 본격화되기 이전(以前), 일반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사업의 방향성

을 공유하기 위한 관계 회복프로그램

 ○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을 재구성하여 작품 구성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0회차, 주 1회, 화요일 10:00~1:00시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1층에서 진행

  - 찾아가는 주민 스토리텔링(총 8회, 3월~5월),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총 22회, 5월~11월)

 ○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룹형 수업으로 진행

 ○ 결과발표회로 출판기념회와 주민공동체창립회

 ○ 주민 중심의 문화공동체인 골목길문화공동체 ’골목길학교’ 육성

□ 협력 및 전달체계

② 골목길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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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및 향유기관과의 네트워크

  - 보건소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와의 협업

  - 향유기관인 청운효자 주민센터에 홍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받지 못함

 ○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의 사업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협력 체계

  - 월 1회 프로그램 기획자 및 운영강사가 모여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여 수업방향 및 참여자의 요

구 파악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지역 내 전문작가와 컨설팅

 ○ 지역의 원주민, 통장이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연혁

 ○ 2012년 지역 특성화 사업 시작(‘랄랄라 산책하는 아줌마 문화학교’)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2년차 사업으로 작년 프로그램의 강점을 강화한 2013 ‘랄랄라 산책하는 아줌마 문화학교-동네

아줌마예술가 양성을 위한 길 위의 창작학교’ 진행

□ 사업목표

 ○ 다양한 세대, 계층의 지역 문화예술가와 교류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생산자로서의 

가능성 찾아 사회문화적 역량 강화

 ○ 문화예술적 표현의 기본기 습득

 ○ 참여자가 교육 중 기획한 사업을 현실화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의 실효성과 지속성 향상

 ○ 지역 소통 독려 및 축제의 장으로의 변화

 ○ 지역 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도움 

□ 교육주체

 ○ 줌마네

  - 2001년 설립

  - 성인 여성의 자립과 자존감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주의 성장공동체 

 ○ 소속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으로 구성된 2인 강사 체제로 프로그램 운영

  - 수업 주제에 따라 특강 강사 섭외

 

□ 교육대상

 ○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연남동 일대 30~50대 주부가 주된 교육대상

  - 아파트 게시판, 줌마네 카페, 지자체 홍보물(보도자료) 등을 통해 참여

 ○ 등록인원은 16~17명 정도, 평균 참석인원은 6~7명 정도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 있고 3~4명 정도는 비정기적으로 참여함. 교육하는 요일이 금요일

이어서 가족여행 등이 겹치면 빠지는 인원발생

 ○ 가족과 일상에 매여 문화적 표현에 서투르거나 기회를 찾지 못하는 여성 

 ○ 인근 지역의 동네 문화예술가, 대안문화공간,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 모집

□ 교육내용 및 장르

 ○ 약 7개월 간 시즌1~3으로 나누어 연결되도록 진행

시즌 1 봄, 여덟 번의 산책으로 시작하는 여행

시즌 2 이열치열 짧은 멜로 영화 만들기

시즌 3
창작자로서의 산책: 지속가능한 예술창작공간, 돌봄의 생활양식, 살림의 시스템을 

찾아 만나고 기록해서 공유하는 작업자로서의 여정

 ○ 현장 체험학습

③ 랄랄라, 산책하는 아줌마문화학교- 동네아줌마예술가 양성을 위한 길 위의 창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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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제작, 미술(드로잉), 사진, 글쓰기, 문화기획 등 생활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장

르를 직접 현장 체험학습 형태로 진행

  - 현장에서 작업하는 창작 생활자의 공간이나 작업실, 무대를 직접 찾아가 아티스트의 공간을 둘

러보고 인터뷰하고 대화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0차시, 주 1회, 금요일 10~12시 진행

  -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참여자가 직접 찾아가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참여자 주도형 

프로그램 진행

 ○ 시즌별로 참여자가 프로그램 과제에 참여하도록 함 

 ○ 참여자간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장르(영화, 드로잉, 사진, 글쓰기) 도입을 통해 자신에 

맞는 문화예술적 도구를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 키움

 ○ 중간점검 형식의 네트워킹 파티와 결과발표를 위한 골목 페스티벌 기획 

□ 협력 및 전달체계

 ○ 서울문화재단 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담당기관으로 보도 자료를 통한 홍보 협력

  - 아파트 전단지 등으로 개별 홍보 진행

□ 사업연혁

 ○ 2009년부터 지역 특성화 사업 시작

 ○ 2013년 연속사업 진행

  - 현재 5년차 사업으로 강동구 지역 주민(성인)과 아동청소년의 벽화(미술)와 연극을 결합한 통합

장르의 매칭 프로그램 진행

□ 사업목표

 ○ 지역 문화자원의 프로그램화 및 발전

 ○ 성인과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교감 촉진

 ○ 연극을 통해 사회적 가족 생성 및 지역문화 만들기

□ 교육주체

 ○ 고도아트

  - 미술, 디자인 기반의 통합 장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단체로 2004년에 설립

  - 벽화 작업 등 창작영역과 연구 영역 고르게 활동 

  - 2012년도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 개별적으로 아동센터나 지자체(도 단위) 사업 참여 

 ○ 소속 3명, 외부강사 5명으로 총 8명이 프로그램 운영

  - 연극 전문가와 미술 전문가가 동시에 수업 진행

□ 교육대상

 ○ 강동구 길동, 둔촌동 지역 주민(성인)

 ○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 성인 프로그램 

  - 등록인원은 25명, 평균 참석인원은 16명 정도

  - 연령: 20대부터 60대 중반

  - 성별: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아동 프로그램 

  - 평균 참여인원은 12~15명 정도

④ 그림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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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아동센터 대상 아동

□ 교육내용 및 장르

 ○ 성인은 연극 위주, 아동은 연극+벽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 벽화를 기본으로 올해 사업은 연극 위주로 진행

  - 연극에 미술과 시각예술 접목

  

□ 교육방법 및 체계

 ○ 성인 프로그램

  - 총 30차시, 주 1회 매주 목요일 11:40~13:40 길동 자치센터 3층에서 진행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 총 30차시, 주 1회, 동서울지역아동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진행

 ○ 성인과 아동의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

  - 직접 매칭: 방학기간을 이용하며 함께 벽화를 그리고 후반기에 연극이 동시에 이루어짐

  - 간접 매칭: 연극. 처음에는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함께 연습해서 공연 

 ○ 통합교육을 모티브로 삼음

  - 도시문화가 강세를 보이는 교육대상지역(강동구)의 특성 반영

  - 같은 단체에서 진행 중인 서울 평생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학습 위주로 이루어짐

 ○ 성인 대상의 현장학습과 참여 아동, 성인과의 결과발표회 진행

  - 결과발표회는 미술 작품 전시 진행  

□ 협력 및 전달체계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언론 홍보(보도자료 등)를 도와주며 시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등을 도와줌

 ○ 지자체 및 향유기관

  - 지자체나 공공기관과는 형식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음

  - 향유기관은 길동주민센터로 장소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 협력

 ○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봉사단체, 지역신문 등에 참여자 모집 협조 

(2)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 사업목표

○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접목된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교육의 목적과 기대효과로 인식

- 참여자 자신의 이야기를 통한 공감과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제작과정에 참여(아트 커

뮤니케이션 21)

- 참여자가 기획한 사업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의 구심점 제공(줌마네) 

○ 일상,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접목은 수년 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진화한 결과로 보임

- 아트 커뮤니케이션 21(4년차), 줌마네(2년차), 고도아트(5년차) 등은 연속사업을 진행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주민의 일상을 도입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혼선을 겪고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 자체의 정확한 뜻이 애매하다고 생각”(줌마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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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개념은 생소하며 시민대학이나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강의 

듣는 것이 떠오름”(줌마네 참여자, 여[40대 주부])

□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이고, 연속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체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

- 지원조건인 연간 계약강사는 자체인력으로 충원

○ 자체인력이 프로그램 기획, 수업진행을 총괄하지만 장르(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부분적으로 활용

○ 교육 참여자가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

- “강사가 보통 2-4명이 함께하는데 무료교육이지만 분야별로 다양한 전공강사가 수업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서 만족함”(아트 커뮤니케이션 21, 참여자 여[50대 주부])

  

□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는 동(洞), 인접 동(洞), 구(區)단위로 모집

- 아트 커뮤니케이션 21(성북구 일대), 줌마네(서대문구, 마포구 연남동), 커뮤니티디자

인 연구소(종로구 통인동, 효자동, 청운동), 고도아트(강동구 둔촌동, 길동) 

○ 교육대상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프로그램을 복수(複數)로 운영할 경우, 일반 성인과 취약계층 아동(지역 내 아동복지

센터)으로 구분하고 성인과 아동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의 호응

도가 높음

- “아동과 성인이 같이 할 때는 성인이 가르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짐”(고도아트 운영자)

- “아이들과 네 차례 직접 만났는데 직접 아이를 만나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후

략)”(고도아트 참여자, 여[40대 주부]) 

○ 지역 내 향유기관이 설정되어 있으며 향유기관 참석자를 주된 교육대상자로 하지만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기본적으로 향유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줌마

네 운영자) 

- 향유기관: 아트 커뮤니케이션 21(성북구민여성회관), 줌마네(서대문구 이진아도서관), 

커뮤니티디자인 연구소(청운효자 주민센터), 고도아트(강동구 길동주민센터)

- 여성회관처럼 특정한 계층으로 향유기관이 한정된 경우가 대상자 모집 등이 원활

○ 주간(晝間) 낮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주로 참여하며 프로그

램당 참여자는 15명을 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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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커뮤니케이션 21: 목요일 10시-12시, 11-15명, 중년여성

- 줌마네: 화요일 10시-12시, 6-7명, 중년여성

- 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화요일 10시-13시, 8명 정도, 60-70대 여성비율 높음

- 고도아트: 목요일 11시 40분-13시 40분, 20-60대 여성비율 높음(성인 프로그램)

□ 교육내용

○ 문화예술 장르 1-2개를 기반으로 하되 일상 연계를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설정

- “무용의 기술적 요소보다 참여자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아트 커뮤니케이션 21 운영자)

- “자서전 만들기를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가 피난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참여

자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이야기임”(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운영자)

- “연극과 벽화를 8:2 비율로 구성하지만 아동센터 내, 학교 등에 벽화를 그리면서 연

극과 연결시키고, 나아가 스토리텔링 시간에 많이 할애”(고도아트 운영자)

○ 예술과 일상의 결합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 “사업초기에는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동작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나중에

는 본인이 창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낌”(아트 커뮤니케이션 21 운영자)

- “일상체험을 소재로 하여 참여자가 함께 대본 초기 작업을 하며,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고 이야기를 발굴하기 때문에 흥미 있고…(후략)”(고도아트 참여자, 여[40대 주부])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이것이 참여자에게 전

달됨

-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프로그램 참여 후 지역 내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프로그

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줌마네 참여자, 여[40대])

-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보면서, 그것도 성인만이 아니라 아

이와 함께하다보니 지역 내 세대 공감이 형성되기 시작함.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참

여한 60대 할머니(1인 가구)는 매칭된 아동의 안부를 묻고 지속적으로 소통, 유대관

계 쌓고 있음”(고도아트 운영자)

□ 교육방법

○ 기본적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지향

- “참여자가 지역을 주제로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직접 동작을 창작하며, 강사는 동작의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아트 커

뮤니케이션 21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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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수동적 프로그램과 달리 토론과 창작수업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표

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알게 되고”(아트 커뮤니케이션 21 참여자, 여[50대 주부])

- “참여자가 공동작업을 하고, 아티스트를 교육장소로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

라 지역 내 현장예술가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줌마네 운영자) 

- “주민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커뮤니티디자인 

연구소 운영자)

○ 일종의 재능나눔 형식을 도입하여 참여자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다른 프로그램은 한 분야만을 교육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공연과 봉사활동도 하고, 

전문지식을 지인과 공유할 때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향상됨”(아트 커뮤니케

이션 21 참여자, 여[50대 주부])

-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3그룹이 서로 만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성인과 아동

이 함께 할 때 성인그룹은 가르친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됨”(고도아트 운영자)

□ 추진 및 협력 체계

○ 프로그램 총괄 주체인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과 모니터링 운영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홍보를 도와줌

○ 향유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간제공과 홍보역할 담당

- 운영단체별로 향유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수준이 다소 다르지만 공간제공의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지역 특성화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한 기관에서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단

체와 향유기관이 수업내용까지를 공유”(아트 커뮤니케이션 21 운영자)

- 반면에 지역 특성화 사업 역사가 길지 않은 곳에서 향유기관의 역할은 홍보에 한정된 

경우가 있음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처리가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고도아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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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혁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특성화사업 진행

  - ‘평화동 사진사’로 3년간 연속사업

 ○ 2013년도에는 작년까지 진행해오던 수업과는 다른 프로그램 진행

2) 지역 특성화(전북) 문화예술교육

□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5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 운영자 대

상 면담, 2개 사업의 현장방문 실시

사 업 명 평화마을 이야기 창고

단 체 명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사업지역 전주시 평화동

향유기관 평화동마을신문

사 업 명 시장문화, 예술 꽃을 피우다

단 체 명 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의회

사업지역 익산시 북부시장

향유기관 북부시장상인회

사 업 명 우리가 만드는 삼천동 이야기

단 체 명 (사)전통예술원 모악

사업지역 전주시 삼천동 

향유기관 삼천동 주민센터 (풍물반)

사 업 명 예술로(Art路) 비빔

단 체 명 (사)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사업지역 전주시 동문사거리 상인, 학생

향유기관 복합문화공간 차라리언더바

(1) 진행사업 개요

□ 운영자 면담, 현장방문(참여자 면담)을 실시한 4개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기준에 맞

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4) 

① 평화마을 이야기 창고

24) 아래의 사업제안서(계획서), 운영자와 참여자 면담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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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 교육주체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 전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안적 공공문화시설로 2005년 개관

  - 수준별, 대상별, 지역별 영상교육프로그램 개설

  - 영상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비, 시민의 영상제작 도움, 시민이 직접 제작·방송하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제작 지원사업

  -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위성방송 등과 연계하여 액세스채널 편성 활동

○ 소속 기획 및 운영자 1명, 주강사 1명, 장르강사 3명, 보조강사 2명, 평화동마을신문 소속 기획 

및 운영 1명이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평화동 지역 주민

 ○ 등록인원은 16명, 평균 참석인원은 10~12명 정도

  - 참여자의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연령대는 30~50대

  - 평화동마을신문 기자단과 평화동지역 아파트 소장 포함

 ○ 가장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인 평화동 마을신문을 향유기관으로 선정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복합문화예술장르(그림, 설치미술, 음악, 사진, 영화 등)

 ○ 평화동에 주거하는 참여자의 지역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그림, 노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지역문제를 개선·해결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 함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0차시, 주 1회, 목요일 10시~12시 평화동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 평화동마을신문 

회의실에서 진행

 ○ 참여자가 지역의 개선·해결해야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지역 탐색, 의견을 취합해 이를 

문화예술교육(활동)과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

  - 교육 초반에는 참여자의 평화동 지역에 대한 생각을 공유, 토의하고 관계 형성

  -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평화동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결방안 제시

  - 그림, 노래, 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요소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 개선·해결

 ○ 교육과정에 교육 성과물에 관한 통합발표회 진행

□ 협력 및 전달체계

 ○ 복지관, 아파트, 평화동의 여러 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 사업연혁

 ○ 2013년 처음으로 사업 진행

□ 사업목표

 ○ 참여자 자신의 치유 및 삶의 원동력 제공

 ○ 참여자 간의 친목과 단합 도모

 ○ 시장의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및 문제 해결

 ○ 참여자의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

② 시장문화, 예술 꽃을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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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체

 ○ 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의회

  - 2010년 익산시에서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강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

  - 익산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지역 주민의 즐거운 여가생활, 평생학습강사의 정보 공유 등을 목표

로 설립

  - 70여 명의 현직 강사로 구성. 4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 보유

 ○ 소속의 기획 및 보조강사 1명, 주강사 1명, 보조강사 5명으로 총 7명이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북부시장 상인

 ○ 등록인원은 20명, 평균 참석인원은 15~16명 정도

  - 참여자 연령대는 대부분 50~60대

  - 남녀비율 2:8로 여성 많음

  - 교육 진행 도중에 참여자의 절반정도가 바뀌었음

 ○ 참여자는 직접 방문, 시장상회와 부녀회에서 적극적 홍보로 모집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사진 및 동영상 교육

 ○ 주로 사진교육으로 진행되지만 타 예술장르도 함께 진행

  - 참여자와 토의를 통해 시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예술로 개선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0차시, 주 1회, 수요일 오전 10시~11시 반, 오후 1시 반~3시 북부시장상인회 사무실 및 

참여 상인의 상가에서 진행

 ○ 수업 초기에 사진 촬영 기술에 관한 교육 진행 후 수업시간과 현장학습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사진 촬영

 ○ 2012 지역 특성화 사업 성공사례인 ‘성당포구마을’ 탐방과 ‘광주 대인시장’ 방문 등 현장학습

 ○ 12월 초에 북부시장 내 교육공간에서 사진전시와 수업 영상 감상하는 결과발표회 예정

□ 협력 및 전달체계

 ○ 지역 특성화(전북) 사업에 참여 단체의 공식적 모임이 2번 있음

  - 사업시작 이전에 모든 참여 단체의 기획자, 주강사 등이 모여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각 단체

가 모둠을 조직해 소개하고 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

  - 7월에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 문화예술교육현장 탐방, 지역 특성화 사업 참여 단체와 

정보 공유

 ○ 북부시장상인회와 부녀회에서 적극적 홍보 도움

□ 사업연혁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

 ○ 2012년부터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 연속 진행

□ 사업목표

 ○ 공동체 간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형성

 ○ 도심과 농촌동의 갈등 해결 및 소통 창구 열어줌

 ○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애정과 자긍심 고취

 ○ 개인의 창의력, 표현력 배양

③ 우리가 만드는 삼천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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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적,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성장

□ 교육주체

 ○ (사)전통예술원 모악

  - 2001년 설립된 단체로 전통예술의 계승 및 무대 공연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진행

  - 2006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 범부처 협력(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청소년 문화예술돌봄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

 ○ 소속 기획자 겸 주강사 1명(마을지도 그리기 담당), 보조강사 2명, 장르강사 3명으로 총 6명이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삼천3동 주민센터 풍물반

 ○ 평균 참석인원은 15~20명 정도이며 현장학습 때는 40명까지 오기도 함

  - 40대~60대가 주된 참여자 

  - 남녀 비율은 2:8 정도로 여성 참여자가 다수

  -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없는 참여자가 대부분

  - 이전(以前) 연도 참여자의 30% 정도가 재참여  

□ 교육내용 및 장르

 ○ 풍물(농악)을 기반으로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사진, 미디어, 출판 등 문화장르 

활용

 ○ 도심동 사람은 농촌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개발로 없어지는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교류 증진하고자 함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0차시, 매주 목요일, 주 1회, 삼천3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서 교육진행

  - 총 2시간. 1시간은 풍물교육, 1시간은 삼천동 마을 지도 제작

  - 기능교육뿐만 아니라 봉사, 공동체 자치모임 역할 수행에 더 큰 목적이 있음 

 ○ 주강사 외 보조강사가 참여하며 인류학, 미술, 시각 특강 강사 배치

 ○ 이야기 지도를 인쇄물 형태로 만들어 삼천동 내 학교, 문화시설 등에 배포하고 농산물직거래 

장터 겸 발표회 추진

 ○ 전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에 현장학습과 축제 형태의 결과발표회 진행

□ 협력 및 전달체계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진행  

○ 삼천3동 주민센터(향유기관)

  - 주민센터 내 다목적실 공간 제공

  - 당초 풍물반 모임이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데 그 중 한 번을 모악 프로그램으로 진행

□ 사업 연혁

 ○ 2012년 지역 특성화 사업 시작

 ○ 2013년 지역 특성화 사업 연속 진행

□ 사업목표

 ○ 지역 공동체 의식 향상과 개인 자존감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예술을 통해 동문거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생활의 화합 도모

④ 예술로(Art路)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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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의 예술행동을 뒷받침하는 열린 놀이터로서 기능 

 ○ 문화공헌, 문화자원봉사 영역 확대

□ 교육주체

 ○ (사)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 전북지역에서 민족미술문화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는 단체 

  - 1995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부터 교육사업 실시

 ○ 성인 프로그램

  - 기획자 1명,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장르강사 1명 총 4명이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프로그램

  - 기획자 1명,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장르강사 1명 총 5명이 프로그램 운영

 ○ 사업 활동은 민미협 회원이 진행하며 장르강사만 비회원

□ 교육대상

 ○ 동문사거리의 상인, 주민, 아동청소년

 ○ 성인프로그램

  - 등록인원은 18명, 평균 참석인원은 12명 정도

  - 연령대는 주로 50~60대

  - 콩나물국밥집, 세탁소, 음식점, 예술가 등 지역에서 고용 종업원 없이 하루 종일 상업 활동

 ○ 청소년 프로그램

  - 등록인원은 20~21명, 평균 참석인원은 12명 정도

  - 중/고등학교 1~2학년이며 고등학생 비율이 더 높음

□ 교육내용 및 장르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예술로비빔 Part Ⅰ

-비빔 인(in) 동문

내용: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동문거리의 역사, 삶, 일상에 대한 

기록 및 문화 재해석으로 지역 축제, 기관을 통해 이웃과 만나는 문

화활동 추진

장르: 다학문적 연계를 통한 통합문화예술교육(환경, 생태, 역사, 예

술)

예술로비빔 Part Ⅱ

-나, 너 그리고 동문

내용: 소식지, 다큐 제작, 발표회(전시 및 영상 상영)를 통해 청소년

의 시각으로 동문거리 재해석

장르: 통합장르

□ 교육방법 및 체계

 ○ 성인·청소년 프로그램 모두 총 30차시, 주 1회 토요일 복합문화공간 차라리언더바 및 동문거리 

일대에서 진행

 ○ 동문거리를 잘 아는 분들과 경험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기획

 ○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후 피드백 받음  

 ○ 민미협의 공간인 ‘차라리언더바’

  - 문화예술교육 활동, 전시, 콘서트, 영화제 

 ○ 모둠별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 중간발표회 때 청소년과 성인의 작품을 동시에 한 장소에서 전시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이 서

로 대화

□ 협력 및 전달체계

 ○ 2013년 초 지역 특성화(전북)사업 운영단체, 기획자, 주강사가 함께 1박 2일 워크숍 진행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컨설팅 및 중간평가

  - 프로그램 소개 및 어려운 점, 향후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의견 공유



180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2)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 사업목표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형성을 사업목표로 인식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참여자가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가 복원되며 그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목적”(전주시민미디어센터 운영자)

- “기전놀이에 대한 농촌동과 도심동의 갈등이 심한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화합을 

해보고자”(전통예술원 모악 운영자)

○ 시민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 일상에서 자부심과 윤택함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

로도 인식

-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 문화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업 기획”(익산

시 평생학습강사협의회 운영자)

- “1-2년 동안 한옥마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인과 상인이 함께하는 축제와 사업이 

늘었지만, 실제 동문거리 상인은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상인이 일상에

서 그림, 영상, 사진 등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운

영자)

○ 운영자는 지역 특성화(전북) 사업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활용이라면, 우리가 수행하는 시민 미디어 교육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전주시민미디

어센터 운영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개념은 생소하지만 지역 내 구성원이 지역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시민성이라면 (우리) 프로그램도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가깝다고 생각”(전통예술

원 모악 운영자)

○ 참여자는 특별히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 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즐거워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면 생소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즐겁게 살아

보겠다고 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았는데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프

로그램이어서 재미있다”(전통예술원 모악 참여자, 남[60대 보험설계사])

-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접한 게 가장 도움이 되었고, 마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전주시민미디어센터 참여자, 

여[50대 복지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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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

- 지원조건인 연간 계약강사는 자체인력으로 충원

○ 교육 참여자는 운영자의 전문성 인정

- “선생님(교육 운영자)이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시고…”(전통예술원 모악 참여자, 남

[60대 보험설계사]) 

-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교육 운영자)을 신뢰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리더십과 헌신성에 

믿음을 가지고…”(전통예술원 모악 참여자, 여[40대 방과 후 교사]) 

  

□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는 동(洞) 지역의 주민, 시장(市場) 내 상인

- 향유기관이 동(洞)단위 마을신문, 주민센터, 시장 상인회로 분명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동(洞)지역과 시장(市場)을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프로그램 진행

- “평화동 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소외계층이 많고, 문

화적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통해 변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여”(전

주 시민미디어센터 운영자)

- “삼천(三川)을 중심으로 농촌동과 도심동이 나누어지는데…(후략)”(전통예술원 모악 

운영자)

- “학력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 문화를 전

달하고 싶어서 사업 기획”(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의회 운영자)

- “1-2년 동안 한옥마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예술인과 상인이 함께하는 축제와 사업이 

늘었지만, 실제 동문거리 상인은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민족미술인협

회 전북지회 운영자) 

○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직장인 중심

- 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의회: 50-60대의 상인, 남녀비율은 2:8정도임

- 전통 예술원 모악: 40-60대, 남녀비율은 2:8정도

- 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50-60대 상인

○ 전체 참여자 가운데 30% 정도는 이전 연도 동일 프로그램 참여경험자임

○ 지역 내 향유기관이 설정되어 있으며 참석자의 대부분이 지역 내 향유기관 이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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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문화예술 장르 1-2개를 기반으로 하지만 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함

- “영상 만들기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림, 노래, 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예술적 요소를 

활용. 과거에는 예술교육 매체를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주민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매체 활용”(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운영자)

- “사진과 동영상을 주로 하지만 다른 예술장르도 함께 진행”(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의

회 운영자)

- “풍물을 기반(소재)으로 마을 지도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술, 사진, 

미디어, 출판 등과 결합시키고자…(중략)…보조강사로 인류학, 미술, 시각 특강강사 

투입”(전통예술원 모악 운영자)

- “거리를 탐색하며 역사를 알아가고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며 이것을 글로 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촬영으로 연결”(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 교육대상자가 특정 장소(마을, 상가)에 한정되어 구체적인 일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

- 평화동 마을신문 향유기관이므로 평화동과 관련된 내용 중심(전주시민미디어센터)

- 용기(龍旗: 용을 그려놓은 깃발)과 관련된 삼천동 이야기(전통예술원 모악)

- 전주시 동문사거리의 역사와 일상(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내용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도가 높음

- “거리로는 1km도 안되는 땀띠마을(농촌동)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생활도 알게 되었으며 복숭아 직거래까지 하게 됨”(전통예술원 모악 참여

자, 남[60대 보험설계사]) 

- “마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참여자, 여[50대 복지관 직원]) 

- “세탁소 사장님이 수업에 오시면 자신의 세탁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것을 사진과 영

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됨”(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운영자)

□ 교육방법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프로그램 진행

- “교육 초반에 모든 활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활동을 정하고, 기획자와 강사가 매 수업을 함께 진행하며 수시로 

회의와 점검을 통해 교육 방향과 내용을 재설정”(전주시민미디어센터 운영자)

- “참여자와 토의를 통해서 시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예술로 개선함”(익산시 평

생강사협의회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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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행복이 깃든 음악마을

단 체 명 문화뱅크

사업지역 인천 남동공단

향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사 업 명 창원공단 음악으로 통(通)! 통(通)! 통(通)!!

단 체 명 희망나라

사업지역 경남 창원공단

향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사 업 명 휴(休) in Music

단 체 명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사업지역 서울 구로산업단지

향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구로산업단지)

사 업 명 스마트한 문화, 스마트한 밴드 만들기 / 스마트한 통기타 콰이어 만들기

단 체 명 공연예술창작센터 예술창고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을 교육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하는 ‘참여자’로 생각함”(전통

예술원 모악 운영자)

○ 다양한 형태의 결과발표회를 통해서 교육 참여자의 자존감이 높아짐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통합 발표회, 재능기부

- 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의회: 북부시장 내 교육공간에서 사진 전시, 영상 발표

- 전통예술원 모악: 이야기 지도 완성 이후 인쇄물 형태로 각급 문화시설, 학교에 배포

- 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중간발표회

□ 추진 및 협력 체계

○ 프로그램 총괄 주체인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프로그램 진행 초기 1박2일 워크샵을 통해서 정보공유

-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서 주관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음 

○ 향유기관은 공간제공과 홍보역할 담당

- 주민센터가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도 함

○ 운영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운영

3)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15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 운영자 대상 면담, 2개 사업의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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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창원/부산

향유기관 창원국가산업단지/부산지사

사 업 명 노동자, 미디어로 놀자

단 체 명 울산미디어연대

사업지역 울산공단

향유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지사

□ 사업연혁

 ○ 2012년 사업 시작

  - 2011년도 사업은 다른 단체가 진행

 ○ 2013년 연속 사업 진행

□ 사업목표

 ○ 단지 내 문화단체 활성화

 ○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연계

 ○ 산업단지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봉사연주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향상

□ 교육주체

 ○ 문화뱅크

  - 2000년 설립된 전문예술공연단체로 전통클래식 연주공연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뱅크 소속의 기획자 1명, 주강사 3명으로 총 4명이 프로그램 운영

  - 문화뱅크의 대표가 교육프로그램 기획

□ 교육대상

 ○ 인천 남동공업단지 내 근로자 및 지역 주민

 ○ 등록인원은 24명, 평균 참석인원은 14명 정도

  - 연령대는 40~60대

  - 남녀비율은 1:3 정도로 여성 참여가 많음

  - 남동공단 근로자는 30%정도이며 70%는 지역 주민

  - 공단 내에는 생산직이 많지만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는 관리직이 많음

  - 동일한 사업체에서 오는 경우 없음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합창

  - 발성연습을 통해 합창의 기본기를 익혀 가곡, 민요 합창

(1) 진행사업 개요

□ 운영자 면담, 현장방문(참여자 면담)을 실시한 5개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기준에 맞

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5)

① 행복이 깃든 음악마을

25) 아래의 사업제안서(계획서), 운영자와 참여자 면담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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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6회, 매주 월요일 7시~9시에 정규 합창수업 진행

  - 주강사와 반주자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2시간 정도 합창수업 진행 

  - 월요일에는 전체 합창 연습이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개인 연습 진행

 ○ 합창곡은 강사의 전공에 따라 선정

 ○ 교육과정에서 참여자가 교육방향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며 강사진은 수용

 ○ 남동인더스파크 축제 및 경연대회, 정기발표회 참여 예정

 ○ 합창단의 단장, 부단장, 카페 운영지기가 합창 활동 및 단원 유대 활동에 적극적 개입 

□ 협력 및 전달체계

 ○ 산업단지공단과의 관계는 원활하여 남동인더스파크 축제 때 예산 지원받음

□ 사업 연혁

 ○ 2011년, 2012년 산업단지 사업 진행

 ○ 2013년도 3년째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표

 ○ 참여자간의 관계형성으로 차후 독립적인 동아리로서 활동 유도

 ○ 지역 내 문화행사 참여로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 활동 홍보와 합창단에게 공연 기회 제공

 ○ 연말공연 및 사진전시회를 통해 일반인에게 근로자 합창단 활동모습을 공개하여 합창단 존재 

홍보

□ 교육주체

 ○ 희망나라

  - 2001년에 설립된 평생교육 단체

  - 사진, 음악, 문학, 미술, 웅변 등 전문가 참여

 ○ 소속 업무총괄(대표) 1명, 기획자(간사) 1명, 프리랜서 주강사 2명, 보조강사 1명, 특강강사 1

명, 보조인력 5명이 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단체라 정기적으로 급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인력은 대부분 외부강사

□ 교육대상

 ○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 등록인원은 52명, 평균 참여 인원은 44명 정도

  - 대부분 20~30대 미혼

  - 남녀 비율은 4:6로 여성이 많음

  - 창원근로자와 타 지역 근로자의 비율은 9:1 정도

  - 근로자는 대부분 사무직

  - 이전(以前) 연도 참여자가 30% 정도

  - 참여자는 과거 예술경험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음

 ○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각 회사 홍보팀으로 단원모집에 대한 공문 발송, 공단 내 홍보물 배포 및 

지역 신문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 산업단지공단의 홍보보다 온라인 합창단 카페 검색 및 지인추천의 영향이 큼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합창

  - 기초적인 음악교육과 뮤지컬, 가곡,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 연습

 ○ 교육과정 중 공연 관람, 음악캠프, 발표회, 봉사공연, 사진전시회 진행

② 창원공단 음악으로 통(通)! 통(通)! 통(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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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및 체계

 ○ 희망나라 소속 간사가 프로그램 기획

 ○ 총 30회, 수요일 19시 30분~22시 산업단지공단 동남권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

 ○ 주 1회 정규수업 외에 주 2~3회 각 파트끼리 따로 합창연습(강사 집 제공) 

 ○ 사업지원 기간이 아닌 1~3월은 지원예산 없이 계속 프로그램 진행

 ○ 교육방법

  - 뮤지컬 곡은 여러 팀으로 나누어 갈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안무 및 연출

  - 지역 내 유/무료 공연 관람을 통해 전문성 향상 유도

  - 음악캠프를 통해 평소 부족한 부분 연습 및 단원간의 친목 도모, 교육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시간 가짐

  - 지역 문화예술 행사 참여 및 취약계층 시설을 방문하여 재능 기부

  - 연말 최종 발표회 후 교육과정을 기록한 사진을 취합하여 사진전 개최

 ○ 합창곡의 선정은 각 파트의 파트장과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은 파트장을 통해 단원들에게 전달

□ 협력 및 전달체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 워크샵 등의 교육 진행

 ○ 산업단지공단

  - 사업 담당자가 팩스, 메일, 지역신문 언론보도자료 등 홍보

  - 교육장소와 단체복 지원

□ 사업개요

 ○ 2012년 산업단지 프로그램 진행

  - 우쿨렐레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

 ○ 2013년 산업단지 프로그램 진행

□ 사업목적

 ○ 수준별 악기 교육을 통한 연주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

 ○ 연주회를 통한 사회 통합 경험

 ○ 동아리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의 자발성과 문화 공동체성 향상

□ 교육주체

 ○ 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 2007년 설립된 음악치료기관

  -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며 그 외 프로그램 개발, 조사 연구, 인력개발 등 주력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중 범부처협력(교정시설) 사업 3년차 진행

 ○ 소속의 운영자 1명, 주강사 2명, 보조강사 1명, 전담인력 1명으로 총 5명이 프로그램 진행

□ 교육대상

 ○ 구로디지털단지 근로자(IT 직종 종사자 중심)

 ○ 등록인원은 30명, 평균 참석인원은 15명 정도 

  - CEO(4명), 사원, 근로자 카운슬러 등 다양함

  - 26~48세의 연령대

  - 대부분 4년제 대졸 학력으로 교육내용 습득 속도가 빠르고 수준이 높음 

  - 같은 사업체 내에서 여러 명이 함께 오는 경우 많음

③ 休 i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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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以前) 연도 참여자 32명 중 올해 10명 재등록

□ 교육내용 및 장르

 ○ 클라리넷과 합창으로 계획했다가 현재 우쿨렐레 악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진행

  - 작년 우쿨렐레와 합창 동시 진행 

 ○ 전문 강사의 참여로 우쿨렐레 수업 

  - 연주법, 코드, 간단한 화성학 이론 등을 배우며 매 시간 대중적인 곡 위주로 연주

  - 주강사 1인 외 보조강사도 수업 참여 

□ 교육방법 및 체계

 ○ 총 33회로 주 1회, 국가산업단지 서울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프로그램 진행

 ○ 선곡에 관하여 참여자 의견 반영

 ○ 마지막 차수에 종합발표회를 통해 프로그램 결과 공유 및 공동체와 사회 통합을 경험토록 함 

□ 협력 및 전달체계

 ○ 국가산업단지 서울지역본부

  - 공단에서 장소 및 간식, 홍보(공문, Fax) 지원 및 협력

□ 사업연혁

 ○ 2012년 산업단지 사업 진행

 ○ 2013년 2개 프로그램

  -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한 문화, 스마트한 밴드 만들기’는 2년차

  - 부산지사의 ‘스마트한 통기타 콰이어 만들기’는 1년차 

□ 사업목적

 ○ 1인 1악기 배움을 통해 직업 스트레스 해소

 ○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발돋움하도록 동기부여

 ○ 산업단지 내에 문화바람 일으키기

□ 교육주체

 ○ 공연예술창작센터 예술창고

  - 2000년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제공 및 생산적 문화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대

중음악전문 창작공연단체

  - 예비 사회적기업 2년차

  - 예술창작·공연·전시·비평·발간,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의 활동 수행

 ○ 다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진행 경험

  - 2010년: 예술꽃 씨앗학교 교육사업

  - 2011~2012년: 군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사업 

  -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 교육대상

 ○ 산업단지 내 근로자

  - 근로자 비율 100%

  - 외부 참가자나 지역 주민 없음 

 ○ 창원국가산업단지 밴드

  - 등록 인원 18명, 평균 참석 인원 6~7명 내외 

  - 주로 30~50대로 구성되었으며 여성 비율 낮음 

④ 스마트한 문화, 스마트한 밴드 만들기/스마트한 통기타 콰이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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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 중 사무직 4명, 생산직 2명

 ○ 부산지사 통기타 콰이어

  - 등록 인원 18명, 평균 참석 인원 5명 정도

  - 남성 비율 70~80%.

  - 사무직 비율이 더 높음 

□ 교육내용 및 장르

 ○ 교육 장르는 음악으로 창원과 부산이 다름

  - 창원국가산업단지: 밴드

  - 부산지사: 통기타 진행  

□ 교육방법 및 체계

 ○ 주강사는 예술창고 대표

 ○ 프로그램 초기: 참여자 간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돕는 시간  

 ○ 밴드 초청 및 워크숍을 통해 교육 효과 높임

 ○ 프로그램 마지막에 최종발표회, 공연 기획  

□ 협력 및 전달체계

 ○ 창원산업단지관리공단

  - 장소 제공(밴드 연습용 스튜디오 제공)

 ○ 문제 발생시 한 단계 거쳐야 하는 광역센터보다 진흥원과의 직접 연결 선호

□ 사업연혁

 ○ 2013년 처음 사업 진행

□ 사업목표

 ○ 영상미디어 동아리 조직 및 지속적 활동 기틀 마련

 ○ 근로자 영상동아리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 

 ○ 지역 문화콘텐츠의 미디어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관심 향상

 ○ 뉴미디어 시대의 비판적 능력 배양

□ 교육주체 

 ○ 울산미디어연대

  - 2003년 영상문화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미디어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단체 

  - 미디어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 주강사는 사진 전문 강사로 앞으로 영상 전문 인력 보완 예정

□ 교육대상

 ○ 국가산업단지 울산지역 내 근로자

 ○ 등록인원은 24명, 평균 참여인원은 12~14명 정도

  - 초기 모집 당시 산업단지 근로자 20명 등록 후 8명 이탈

  - 일반인에게도 신청 가능하게 하여 추가 모집 후 현재 등록인원(24명) 달성

  - 초기 사무직 비율이 높았으나 추가 모집 후 생산직 비율 상승(전체 참여자 중 약 70%)

  - 연령별로는 주로 40~50대, 남성 비율 높음

⑤ 노동자, 미디어로 놀자



Ⅳ. 시민 문화예술교육 분석 ｜ 189

□ 교육내용 및 장르

 ○ 주로 사진과 영상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 초반기: 사진 기초, DSLR 조작법, 실습

  - 후반기: 직접 찍은 사진으로 영상 제작 

□ 교육방법 및 체계

 ○ 3~4명을 한 조로 각 조별 총괄, 시나리오, 편집 등 역할을 분담하여 체험하도록 함

 ○ 각 조별 노트북, 카메라 등 기기 하나씩 배정

□ 협력 및 전달체계

 ○ 산업단지: 교육장소 제공 및 담당자 참석

 ○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  

 ○ 부산미디어센터와 네트워크: 기기 및 운영 지원 

(2) 방문 및 면담조사 결과

□ 사업목표

○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

- 악기연주, 합창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

- 합창(문화뱅크, 희망나라), 악기(우쿨렐레[오르프], 밴드/guitar[예술창고])

-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목표설정임

○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 동호회 형성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설정했으나 공식적인 동호회

를 결성하지 못함

○ 운영자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이 시

민 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된다고 여김

-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문화뱅크 운영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특별히 계층을 나누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예전에 우리 프

로그램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한정했으나 현재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여김”(희망나라 운영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지만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 문화예

술교육으로 옮겨간다면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운영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통해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예술

창고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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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전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약간의 지

식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기는 것”(울산미디어연대 운영자)

○ 합창이나 밴드는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을 높인다고 인식

- “합창은 음악적 접근이 쉽다는 이점뿐 아니라 사회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사회적 유대형성에 도움이 됨”(문화뱅크 운영자)

□ 교육주체

○ 문화예술(교육)전문단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인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

- 지원조건인 연간 계약강사는 대부분 자체인력으로 충원

- ‘희망나라’(창원공단 합창)는 평생교육단체이기 때문에 주 강사를 외부 음악전문가 활용

- 스스로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생각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

○ 교육 참여자는 운영자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높이 평가

- “강사진과 합창단장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므로 우리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함”(문화뱅크 참여자, 남[50대 사무직])

- “강사진이 전공자이며 시립합창단 경력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으며 교육열과 리더십을 

갖추어 참여자가 잘 따름”(희망나라 참여자, 남[30대 사무직])

□ 교육대상

○ 교육대상자는 산업단지 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정

- 창원과 울산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이지만 지역 주민도 자유롭

게 참여할 수 있음

- 인천남동공단(문화뱅크)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30%이며, 지역 주민이 70%임

○ 사무직 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

- 인천남동공단(문화뱅크), 창원공단(희망나라, 예술창고), 서울디지털단지(한국오르프음

악치료연구소), 부산(예술창고)에서는 사무직의 비율이 훨씬 높음

- 서울디지털단지에서는 대부분 사무직

- 반면에 울산공단(울산미디어연대)은 생산직 비중이 높음(70%)

○ 지역과 교육장르에 따라 남녀비율이 다름

- 밴드/기타(창원공단/부산공단, 예술창고)와 울산공단(울산미디어연대)은 남성비율이 

높음 

- 반면에 합창(남동공단/문화뱅크, 창원공단/희망나라)에서는 여성비율이 훨씬 높음

○ 전체 참여자 가운데 30% 정도는 이전 연도(年度) 동일 프로그램 참여 유경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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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음악(합창, 악기연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50% 정도를 차지

□ 교육내용

○ 울산미디어연대를 제외하고는 음악장르(합창, 악기연주)에 한정된 프로그램 운영

- 울산미디어연대는 사진과 영상 교육 실시

○ 합창과 악기연주의 기능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합창과 연주를 위한 기초교육 실시 이후 실기교육

□ 교육방법

○ 강의 위주의 수업일지라도 참여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함

- “합창곡은 강사가 선정하지만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문화

뱅크 운영자)

- “합창곡은 강사가 각 파트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희망나라 운영자)

- “선곡은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국오르프음악치료연구소 운영자) 

○ 산업단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모여서 종합발표회 수행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참여단체의 축제형식으로 진행

○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동호회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수업(주 1회, 저녁 7시 이후)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동호회 구성까지는 이르지 못함

- 다만 미혼 여성이 중심이 된 합창단(창원공단)에서는 비공식적인 모임이 매우 활성화됨

□ 추진 및 협력 체계

○ 프로그램 총괄 주체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운영자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지만 

지방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움

- “1-2시간 참여를 버스 왕복 10시간, 교통비 등의 부담으로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음”

(창원 및 울산지역)

○ 지역 내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간제공, 그리고 사업체에게 홍보 역할 담당

-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주 1회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음

- 홍보는 사업체에 공문보내기 등에 한정

○ 지역 내 사업체에서는 산업단지 프로그램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산업단지공단에서 공문을 보내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실제로 대부분의 참여자는 주관단체의 온라인 홍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여하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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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참여단체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3. 사례조사 시사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1) 분석기준별 비교

(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에서 사업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음

○ 운영자 면담에 따르면 사업목표는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의 변화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

○ 사업제안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주관단체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본

질적인 차이가 아님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화가 명확하

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사업군(群) 운영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임

- 사회적기업 운영자는 지역 특성화 사업과 비교하여 내용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

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못함

- 시민 문화공간 운영자는 생활권 내 문화환경 조성 강조

○ 지역 특성화 사업 운영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인식하

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

○ 사업별 분류가 아니라 교육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는 정

도가 다름

- 시민단체: 지역 특성화와 산업단지 사업을 주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을 시민의식 고양의 매개물로 생각함

- 문화예술단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면 자연스

럽게 시민공동체성이 발현될 것이라고 여김

-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교육으로 자율적인 시민육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역

점을 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참여자, 유관사업 참여자 모두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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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낮음

○ 모든 사업의 참여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정도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참여자 역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특별히 생각한 

적은 없음

○ 사업분류와 관계없이 교육 참여자는 새로움(문화예술)을 배우는 것, 자신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고 있음

○ 피교육자는 교육주체의 의도(시민성을 지향하든, 문화예술 기능을 지향하든)와 관계없이 

교육 참여를 즐기는 정도임

○ 다만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참여자 일부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무언가 ‘사업화’하는 것에, 

산업단지 참여자는 예술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사업목표와 교육 참여자의 의식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다른 사업의 차

이는 크지 않으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교육 주관단체의 성격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지향성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의 노출이 많

아져야 함

○ 셋째, 교육주관단체의 다양화를 통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 내용 심화 

○ 넷째, 현재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 개편 시도

(2) 교육주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는 자신의 사업이 지역 특성화와 구분된다고 여

기는 반면, 지역 특성화 사업 운영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특성화 사업의 차

별성이 없다고 여김

□ 사업분류 체계와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스스로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함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단체로 설립된 역사가 길고, 더욱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자의식이 매우 강함

- 설문조사에서 사회적기업의 전문성 평가점수가 낮은 것과는 다름

-  사회적기업은 전문성이 높다고 여기지만,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전문성을 ‘문화예술교육’을 잘 진행하는 게 ‘시민’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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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인식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차별성과 특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보다 일반적 사회 문화예술

교육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치환하여 이해

○ 문화예술단체보다 시민단체의 정체성이 많은 단체는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다고 생각

□ 사업분류 체계와 관계없이 교육 참여자는 교육단체 운영자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사업에 헌신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음

□ 교육주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스스로 질문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특성, 지향성에 대한 워크숍 개최 필요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지역 특성화 사업, 산업단지뿐 아니라 사회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 지방 소재 단체는 서울지역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사업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광역단위에서 집중적 교육 실시 

○ 둘째, 시민단체,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을 시민성 발현의 매개로 보는 시민단체와, 문화예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시민성을 함양한다고 인식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

○ 셋째, 동일한 사업에 대한 연속지원 체계 마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처럼 지역 특성화에서도 계획단계부터 단년도 지원이 

아니라 다년도 지원을 검토해야 함

- 지역 특성화사업을 3-4년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진행이 수월함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처럼 다년도 지원 실시

(3) 교육대상

□ 지역 특성화 사업에 비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교육대상을 확대시켰음

○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 사업에서 남성, 직장인, 중년

층 이하의 참여비율이 높음

□ 이것은 사업분류별 차이이자, 사업지역과 교육시간대의 차이임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은 서울, 광역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시간 대에 공간을 개방하기 때문에 남성, 직장인의 참여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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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에서도 남성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서 보듯이 사업지역, 교육시간(저녁시

간)이 더 중요한 변수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자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

○ 첫째, 교육시간의 탄력적 운영

○ 둘째, 특정한 교육시간 이외에도 자유롭게 피교육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공간 지원

○ 셋째, 서울과 대도시 지역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교육 진행

(4) 교육내용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유관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하지만 

문화예술 일반, 일상과의 접목형태가 많음

○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도 특정장르를 일상성과 결합시키지만 장르 중심성이 강함

○ 산업단지는 음악(합창, 악기)에 한정된 교육 실시

○ 이에 반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일종의 문화예술 통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의 지역성은 사회적기업보다 시민 문화공간, 지역 특성화에서 많이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특정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시민 문화공간은 생활권 

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속성과 교육대상자 모집단위가 대도시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성이 약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시민 문화공간이 교육 

범주가 넓음

○ 시민 문화공간은 확보된 공간 내에서 참여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제반 활동 지원

○ 사회적기업은 예술장르 1개를 기반으로 하여 이것을 문화예술 일반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취함

-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출발하여 시민 문화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술성이 

강함

- 시민 문화공간을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비(非)문화예술단체보다 예술장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기업 운영자의 교육내용(일상성, 지역사회 관련성) 만족도가 낮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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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탈(脫)장르, 통합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것은 지원요

건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훨씬 탄력적이기 때문임

○ 30회 교육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합교육 가능

○ 연간 강사계약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장르 교육 가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사업규모 확대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교육대상자 모집단위를 현재보다 축소하여 생활권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 유도

○ 셋째,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교육장르, 교육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5) 교육방법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교육내용이 탈(脫)장르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험형 교

육이 많음

□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은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의 차이점이 두드러짐

○ 시민 문화공간은 주민제안형 프로그램,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교육자-

피교육자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정도에 이름

○ 시민 문화공간은 자체 공간을 활용한 소모임이 자연스럽게 구성됨

○ 이에 반하여 사회적기업은 교육주체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피교육자는 이 같은 교육

과정을 좇아가는 경향이 있음

□ 지역 특성화와 산업단지에서는 결과발표회를 통하여 피교육자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 지역 특성화 사업은 주관단체별로 결과발표회를 진행하고, 산업단지는 제도적으로 결과

발표회 진행

○ 이에 반하여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은 참여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결과 

발표회가 많지 않음

□ 유관사업에서 교육 참여자 간 협력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는 소모임 구성을 사업목표로 제시하지만 실제 모임은 동년배(同年輩)의 사교

모임의 성격이 강함

○ 지역 특성화사업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모임 구성이 활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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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음

□ 피교육자의 참여, 피교육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사업군(群)에서는 결과발표회, 주민 참여제안 프로그램, 전년도(前年度) 

피교육자가 교육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지원조건으로 명시)

○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교육대상별 매칭을 실시하여 일종의 재능나눔

사업 활성화

(6) 추진 및 협력체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지원조건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교육 운영자의 만족

도가 높고, 지역 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

○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음

○ 교육횟수와 장르를 제한하지 않아서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1 관계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 간섭이 많지 않음

○ 사회적기업에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지역 특성화 사업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향유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관단체와 지원센터는 형식

적인 관계인 경우가 있음

○ 향유기관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지역 특성화 모두 지역 내 자원 활용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함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서 지역의 문화자원 연계는 운영자의 

몫임

○ 교육 운영자의 개인적 노력으로 지역 내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

□ 모든 사업군(群)에서 동일한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끼리 정보교류가 거의 없음

○ 진행단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기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 또는 광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의 교육임

○ 교육에서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지향성을 논의하기보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관

련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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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및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현재처럼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준 높은 컨설팅과 

보다 엄격한 성과평가 관리가 필요

○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는 지원요건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향유기관의 역할 강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은 전체가 모여서 실시하는 공동교육, 수준 높은 컨설팅 전체를 포함

- 시민(운동)단체,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주관하는 프로그램 제도화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 특성화 사업 진행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향유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2) 종합

□ 사업 제안서(계획서)를 검토했을 때(Ⅲ장 2절)는 다섯 가지 세부사업의 차별성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음

□ 사업별(프로그램별) 사례조사를 실시하면 사업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자는 개념과 방향성 설정을 위해 노력함

- 지역 특성화 사업과 다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함

○ 교육운영 주체가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비(非)문화예술단체로 확산되어 교육대상과 

내용의 다원화가 가능해짐

○ 남성, 직장인, 20-30대 등 기존 사회 문화예술교육 참여도가 높지 않은 집단을 문화예

술교육에 유입시킴

○ 교육내용의 탈(脫)장르성, 문화교육의 접근, 일상과 문화예술의 접목, 피교육자의 참여

와 협력 증가

□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30회 교육시간 해제 같은 탄력적 지원을 통해서 자율성을 충

분히 보장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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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

공급자 중심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목표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모두 ‘일상에서 문화예술향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지향하며 사업군(群)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참여자 모두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생소하게 

여겨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운영자/참여자 모두 교육주체의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 모두 지역 내 문화자원 연계에서 운영자 개

인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운영단체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유관사업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목표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는 유관사업과는 다르게 시민 문화

예술교육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인식함

- 유관사업 운영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차별성이 없다고 인

식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남성, 직장인, 20-30대의 참여비율이 높음

- 지역 특성화는 여성, 주부, 중년층의 참여비율이 높음 

- 이는 사업분류의 차이뿐 아니라 교육시간 및 사업지역에 따른 차이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문화예술장르를 매개로 일상과 접목한 체험형 통합교

육 시도

- 유관사업인 지역 특성화에서는 일상과 접목 시도는 있으나 특정 장르 중심성이 강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유관사업에 비해 피교육자의 참여정도가 활발함

- 유관사업에서도 참여자 의견 수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강사-피

교육자 관계를 벗어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에서는 주민제안형 프로그램과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강사와 피교육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

- 피교육자가 강사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교육 참여자의 소모임 구성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과 산업단지가 활발함

- 산업단지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소모임보다 사교모임의 성격이 강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유관사업과 다르게 교육 횟수와 장르가 제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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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공통점

사업목표

○ 시민사업군과 유관사업 간 대부분 유사한 목표를 가짐

 -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등으로 수렴

 - 차이점은 주관단체 성격에 따라 발현됨  

○ 모든 교육참여자들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념에 대해 생소함 

 -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만족 

교육주체
○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스스로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

○ 교육참여자 또한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그램 전문성을 높게 평가

교육내용
○ 시민 문화공간과 지역 특성화는 특정지역,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성이 많이 나타남 

추진체계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의 부재로 문화자원 연계는 운영자 개인의 역

량에 따라 달라짐 

○ 동일한 세부사업 진행 단체 간 교류 활성화되지 못함 

차이점

사업목표

○ 운영자 : 타 사업군과 다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이 있다고 인식

 - 사회적기업: 타 사업군과 구별되는 

교육 내용 및 방법 강조

 - 시민문화공간: 생활권 내 문화환경 

조성 강조 

○ 지역 특성화: 진행 중인 사업을 시

민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하며 지역 

특성화 사업과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

업 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함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

시민 양성

교육대상

○ 사회 문화예술교육 대상의 확대

 - 남성, 직장인, 청장년층의 높은 참여

율 

 - 사업분류보다 사업지역 및 교육 시

간(저녁)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지역 특성화: 여성, 주부, 중년층이 

주로 참여

○ 산업단지: 남성 참여비율 높음(사업

지역 및 교육시간으로 인해) 

교육내용

○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일상과 접목한 

프로그램 다수 

○ 문화예술 통합교육 실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내에서는 사회적

기업보다 시민문화공간의 교육범주가 

넓게 나타남  

○ 지역 특성화: 일상성과 결합 시도 

있으나 특정장르 중심성이 강함

○ 산업단지: 음악(합창, 악기) 장르

에 편중됨 

교육방법

○ 타 사업군 비해 피교육자의 참여정

도 활발

○ 체험형 교육

○ 시민문화공간: 주민제안형 프로그램 

및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 활성화

○ 결과발표회 많지 않음

○ 참여자의 의견 다양하게 수렴하지

만 강사-피교육자의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움 

○ 결과발표회 진행

○ 산업단지: 소모임 구성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교모임 성

<표 Ⅳ-64> 사례조사 비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vs 유관사업

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유관사업보다 지원예산 규모가 크고 지자체나 향유기

관과 연결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일대일 관계로 외부 간섭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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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주
사업군(群)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유관사업

○ 교육참여자 간 협력과 소모임 구성 

활발함

격이 강함  

○ 지역 특성화: 중년여성이 대부분이

므로 소모임 구성 활발하지 않은 편 

추진체계

○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예산

○ 교육횟수와 장르 제한하지 않아 교

육의 자율성 보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1 관계

로 외부 간섭도 높지 않음 

○ 지역 특성화: 향유기관이 적극적 

역할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제3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분석기준별: 성과와 한계

1) 시민 문화예술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와 관심

(1) 성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됨 

○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독립된 사업군(群)으로 형성한 지 3년이 되었지만, 교육주체

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여타의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다르게 독립된 범주로 인식

○ 운영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함

[그림 Ⅳ-8]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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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이 공동체성과 문화 감수성에 있음을 운영자와 참여자 모두 

인지하고 있음

(2) 한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문화시민 육성)이 아니라 대상(취약계층이 아닌 시민 일반)

으로 인식하는 경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 사회적기업 운영자: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 누구나(61.9%) > 문화시민 양성(38.1%)

- 시민 문화공간 참여자: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 누구나(62.5%) > 문화시민 양성(36.3%)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지(認知)하는 정도

에 머물고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는 핵심가치를 구체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방법

을 찾지 못함

○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뚜렷한 차별성을 발현시키지 못함에 따라, 피교육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함

(3) 개선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서 일관되게 접목시키려는 구

체적인 노력 필요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 내에서 구

체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개발 필요

□ 이것은 개별 교육사업 운영자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총괄하는 기

구의 역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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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주체의 전문성

(1) 성과

□ 교육 주체의 전문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수행능력

○ 둘째,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수행능력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전문성 보유

○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교육) 단체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 확보

-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다른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비교하여 문화예술을 기반

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음

- 시민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참여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

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이 높음

○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온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지역주민과의 일체

성 형성에서 전문성 확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운영자가 스스로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기대수준이 높음

□ 교육주체를 문화예술(교육)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로 확장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현

(2) 한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두 가지 가치인 시민성과 문화감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함

○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과 공동체성, 문화예술과 주체성의 관계를 

심도있게 이해하지 못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성 발현을 구체화시키지 못함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에 어려움

□ 문화예술 ‘교육’의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단체, 비(非)문화예술단체 모두 ‘교육’의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은 문화예술 전문가집단,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이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취득해야 할 사항

○ 이것은 시민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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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화예술교육 일반에서 예술강사는 문화예술단체가 ‘교육’의 전문성이 높지 않

다고 평가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개별 예술강사가 통합형, 체험형 교육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비판26)

- 더욱이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가 다양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자의 일부는 전문성보다 헌신성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가 있음

○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의 결과물인 전문성임

(3) 개선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자 교육강화, 다양한 주체의 

협력/공동교육이 현실적인 대안

□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교육주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3) 교육대상의 포괄성

(1) 성과

□ 교육대상을 지역 내 특정계층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대상자가 포

괄적임

○ 교육대상자를 인근 지역주민 일반으로 설정한 경우(운영자 설문조사 결과)

- 사회적기업(81.0%) > 시민 문화공간(75.0%) > 서울지역 특성화(41.7%) > 지역 특성

화(전북)(30.0%) > 산업단지(27.6%)

○ 남성, 20-30대의 교육 참여도가 높음(교육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 남성참여자 비율: 사회적기업(38.5%) > 시민 문화공간(25.2%) > 지역 특성화(전북) 

(12.3%) > 지역 특성화(서울)(3.5%)

- 20-30대 참여자 비율: 사회적기업(80.8%) > 시민 문화공간(60.7%) > 지역 특성화

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2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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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2.8%) > 지역 특성화(전북)(10.6%)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이 대체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교육시간이 탄력적인 데

서 기인하는 현상임

□ 교육대상자가 마을(동네)단위가 아니라 시/군/구를 포괄함

○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를 지님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 사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기인한 현상

(2) 한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역이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기 어려움

○ 서울, 서울인근 신도시, 광역시가 9개(사회적기업 5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4

개)로 69%임

○ 기초 시지역 2개(15%), 군지역은 1개(7%)에 불과해서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기 어려움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성을 서울(인근 신도시)과 대도시 시민에 한정시킴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인 20-30대, 남성의 높은 참여율은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시민성)이 아니라 대상(시민)으로 접근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어우러진 교육이 진행되지 못함

○ 지역 내 일반시민을 교육대상으로 하지만 아직까지 상이한 계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하지는 못함

○ 오히려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화사업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3) 개선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대상 지역의 탈(脫)서울, 탈(脫)대도시를 

시도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기존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대상,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 개편을 통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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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1) 성과

□ 문화예술교육 장르의 다원화

○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장르(연극, 음악, 미술)를 넘어서 디자인, 목공, 공예, 만화, 그림

책 등으로 교육 장르 확대

○ 장르에 기반한 예술강사/문화예술단체의 교육프로그램과 달리 생활과 접한 장르 개발

□ 문화예술을 넘어서 일상 자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 생활정보, 요리, 지역공동체 탐방 같은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를 교육 참여

자와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함

○ 특히 시민 문화공간은 특별히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참여자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교육의 소재로 활용

□ 교육단체가 복수(複數)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피교육자의 선택의 폭 확대

○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5개, 시민 문화공간은 4개 프로그램을 동시 진행

○ 지역 특성화사업이 1-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수가 많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선택권 확대

□ 시민 문화공간은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착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2) 한계

□ 사회적기업은 교육내용과 지역성의 결합 정도가 지역 특성화사업보다 높지 않음 

○ 사회적기업은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마을(동네)과 연관성이 낮아서 지향

하는 지역성(공동체)이 다소 추상적임

○ 지역 특성화 사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성이 구체적임

○ 시민 문화공간은 마을에서 현장을 확보하여 지역의 일상을 교육내용으로 함

□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가 부족하여, ‘또 하나의, 분리된 지역 만

들기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일상과 문화예술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 탈(脫) 장르, 일상을 교육내용으로 설정했지만, 일상과 문화예술이 효과적으로 결합되

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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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문화 감수성은 일상을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

는 것을 의미함

○ 현재는 문화예술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은 일상 ‘자체’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음

(3) 개선방향

□ 탈(脫)장르교육의 확대, 예술장르 간 융합교육, 문화예술-인문학 통합교육 실시

□ 일상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지역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마을, 읍/면

/동) 현안과 교육내용을 결합시키려는 노력 필요

5)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소통과 협력

(1) 성과

□ 시민 문화공간은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참여, 피교육자 간 협력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우 활발함

○ 시민 문화공간에서는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대상자의 협력이 활발함

□ 운영자, 피교육자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문화공간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우 높음

[그림 Ⅳ-9] 교육방법 만족도: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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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 참여자 설문

(2) 한계

□ 사회적기업은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참여, 교육대상자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

○ 교육주체의 성격이 ‘기업’이기 때문에 교육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음

○ 사회적기업의 교육 참여자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한 경우가 많아서 교육과정 참여보다는 주어진 교과과정에 충실함

[그림 Ⅳ-11] 교육참여 목적(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참여자 설문

□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

○ 다만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교육 참여자가 다른 문화예

술교육 참여경험이 낮은 데서 기인함

○ 사회적기업 교육 참여자가 지역 특성화 사업 또는 시민 문화공간의 교육에 참여했다면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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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향

□ 사회적기업은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거리감을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

○ 피교육자의 교육주체 육성 제도화

○ 피교육자 제안(기획) 프로그램 제도화

□ 교육 참여경험자와 신규 참여자의 멘토링 시스템 

□ 지역 내 잠재적 참여자(비참여자)를 포괄하는 개방적 교육 실현

6) 지역단위 협력과 추진체계

(1) 성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비교적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활발

○ 운영자,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내 문화기관/단체와의 협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의 문화단체들과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짐

○ 시민 문화공간은 지역 내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이 풍부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교육단체별 지원예산은 6천만 원 이내

○ 지역 특성화 사업 예산은 5천만 원, 산업단지 예산은 4천만 원임

□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지원조건에서 최소 교육시간(30차수, 60시간)을 설정하지 않아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교육 총괄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일대일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행

정업무가 간소화되어 있음

□ 교육 총괄기관에서 심층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별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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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 12개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컨설팅 작업 수행

○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도 컨설팅을 실시하지만 모든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뿐더

러 1회성 현장점검에 그침

(2) 한계

□ 지역 내 문화자원의 활용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짐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인 공동체성은 익숙한 사람과의 연대(連帶)가 아니라 목

표를 공유하는 사람과의 연대임

○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연대(連帶)는 공공성과 지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6개, 시민 문화공간 6개 단체 간 협력

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동일한 교육사업 간 수행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여 개별 교육단체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음

□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에서는 

더욱 많은 자율성을 요구

○ 운영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율성 보장에 대한 욕구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교육시간과 방법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공공

재원의 활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

[그림 Ⅳ-12] 교육단체의 요구사항(자율적 사업진행 보장): 운영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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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향

□ 간접지원으로의 전환 필요

○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이 높기 때문에, 시민 문화예술교육 

단체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임

○ 컨설팅 심화,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

□ 다원화된 교육주체의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 필요

2. 종합분석: 성과와 한계, 개선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은 교육목표, 교육주체, 교육대상, 추진체계에서 유관사

업과 구분되는 성과를 지님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인지하고 있음

○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다원화를 통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 상대적으로 풍부한 예산,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의 제약조건이 없어서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이 

다른 양상을 보임

○ 시민 문화공간에서는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지역 착형 문화예술교육, 피교육자의 교육

과정 참여가 뚜렷하여 유관사업과 구분되는 성과를 낳음 

○ 사회적기업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다른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

이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의 성과는 교육주체의 다원화, 탄력적인 지원제도와 연

관이 많음

○ 교육주체의 다원화가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전제조건이므로 새로운 교육주체의 

발굴 필요

○ 탄력적인 지원제도는 지속하되 공공영역 사업의 일반적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 성과의 상당부분이 서울/대도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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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 한계 개선방향

교육목표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이해증진 

○ 공동체성과 문화 

감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내용(문화시민 육성)이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체감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서 일관되게 

접목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

교육주체

○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교육) 단체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 확보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지역주민과의 일체성 

형성에서 전문성 확보

○ 교육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현

○ 전문성의 문제: 

시민성과 문화감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함

○ 문화예술 ‘교육’의 

전문성이 높지 않음

○ 전문성 향상: 

- 운영자 교육강화, 다양한 

주체의 협력/공동교육

 

○ 더욱 다양한 교육주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교육대상

○ 지역 내 특정계층이 

아니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함

○ 교육대상자 마을(동네) 

○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하지 못함

○ 탈(脫)서울, 탈(脫)대도시 

시도해야 함

○ 기존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대상을 교육 내로 

<표 Ⅳ-65> 시민 문화예술교육 성과와 한계, 개선방향

○ 운영자 설문조사에서는 지역 특성화(서울) 운영자 만족도가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경우

가 많음

○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문화공간, 사회적기업, 지역 특성화(서울)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본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공급자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

영된 결과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야 함

□ 다양한 교육 참여자의 입장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재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을 Ⅴ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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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 한계 개선방향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를 포괄하여 

공동체의 범위 확대

유인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 개편을 

통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교육내용

○ 문화예술교육 장르의 

다원화

○ 일상 자체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 복수(複數)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피교육자의 

선택 폭 확대

○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밀착성을 

높임(시민 문화공간)

○ 지역관련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

: ‘또 하나의, 분리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

○ 일상이 문화예술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교육내용과 지역성의 

결합 정도가 지역 

특성화 사업보다 높지 

않음(사회적기업) 

○ 탈(脫)장르교육의 확대, 

예술장르 간 융합교육, 

문화예술-인문학 통합 

교육 실시

○ 일상을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능력 함양: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 현재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마을, 읍/면/동) 

현안과 교육내용의 결합 

교육방법

○ 시민 문화공간은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참여, 피교육자 간 

협력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활발함

○ 피교육자 기획 

프로그램을 

제도화(시민 문화공간)

○ 운영자, 피교육자의 

만족도 높음(시민 

문화공간)

○ 사회적기업은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참여, 피교육자 간 

협력이 활발하지 않음

○ ‘기업’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경향 

(사회적기업)

○ 피교육자가 교육과정 

참여보다는 주어진 

교과과정에 

충실함(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거리감을 

해소해야 함

- 피교육자의 교육주체 육성 

제도화, - 피교육자 제안 

프로그램 제도화

○ 교육 참여경험자와 신규 

참여자의 멘토링 시스템 

○ 지역 내 잠재적 참여자 

(비참여자)를 포괄하는 

개방 교육

추진체계

○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하려는 노력 활발함

○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이 풍부함

○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프로그램 진행

○ 교육 총괄기관과의 

일대일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업무 간소화

○ 교육 총괄기관에서 

심층적인 컨설팅 실시

○ 지역 내 문화자원의 

활용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

○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거의 

없음에도 더욱 많은 

자율성을 요구함

○ 간접지원으로 전환

-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이 높음

-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임

- 컨설팅 심화, 네트워크 

구축 

○ 다원화된 교육주체의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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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추진전략

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제3절 개선사업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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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제1절 추진전략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다른 문화예술교육과 차별성을 지님

○ 교육과정과 내용의 차별성은 탄력적인 지원체계에서 비롯됨

○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지속하고,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11년이고, 관련 예산이 많지 않음

- 2011년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관련 예산이 840백

만 원(2013년)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차별성을 체감하지 못함

○ 단기간 내에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성과와 한계)에 근거하여 추진전략을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가치를 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단계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목표는 이상적으로 세

우되, 현실 가능한 것에서부터 진행해야 함

○ 셋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양적 성장)와 내실화(질적 성숙)를 동시에 추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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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전략

1. 핵심가치의 재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핵심가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Ⅱ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① 시민성, ② 문화예술, ③ 문화예

술교육이 교호(交互)하는 과정이자 결과임

□ 결과로서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교육을 통한 시민성의 제고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정책 담당자, 교육 운영자, 교육 참여자)는 시민 문화예술교

육이 주체적 개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함

○ 하지만 결과만으로 접근할 경우,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영역과 차별성을 상실하게 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바를 주체성과 공공성 같은 시민성에 한정한다면, 유

사한 교육(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공민교육)과 차별성이 없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공감의 상상력에 한정한다면, 문화예

술 일반과 차별성이 없음 

□ 문화예술교육 → 문화 감수성 → 시민성 실현 과정에 주목해야 함

○ 위와 같은 단계가 대체로 순차적이지만,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으며 반

대 방향의 단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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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문화 감수성, 시민성의 결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현적 속성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다른 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결과와 과정에서 발견되는 핵심가치를 정리하면 [그림 Ⅴ-2]와 

같음

[그림 V-2] 시민 문화예술교육 핵심가치와 관계설정 

□ 열린 공간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핵심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교육 관계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총괄기구, 지원기구에서는 시민성, 문화 감수성, 문화예술교육의 관

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해야 함

2. 단계적 발전방향 수립

□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 초기부터 ‘시민의 문화 향유력과 창의성 향상’(｢창의한국｣, 

2004)은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였음

□ 정책수행 과정에서 시민성, 문화감수성 같은 목표보다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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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확대 강조

○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사업의 다양화, 양적(量的) 성장에 집중한 것

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비약적 성장을 거둠

- 대상학교 1.5배 증가(2012년과 2004년 비교), 강사 3.2배 증가(2012년과 2004년 비교)

- 수혜자 수 2.3배 증가(2011년과 2006년 비교), 예산 5.2배 증가(2011년과 2004년 비교)

○ 이 같은 급증세를 질적 성숙이 없는 양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도화 과정에

서 특화사업에 집중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

□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단기간 내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와 비전은 이상적(理想的)으로 설정하되, 현실적으로

는 개선사항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아래 전면 개편하는 것 등

이 이상적 목표

- 하지만 단기간 내에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재조정이 쉽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당장 현재의 

사업체계를 개편한다면 기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지 못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를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임 

- 지원방식을 직접적인 예산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단기적 계획이 될 

수 있음 

3. 확산과 내실화 동시 추구

□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전환 

모색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양적 성장으로서의 외연 확대와, 질적 성숙으로서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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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연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 정체성의 혼돈이 발생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독특성이 

엷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실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자생성 

확보가 관건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예산 증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첫째, 문화예술교육 예산 내에서 직접적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제고하는 방식

- 둘째, 유관사업과 협력사업, 유관사업 내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내재화하여 

예산의 직접증 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액효과를 낳는 방식

 ․ 예를 들어, 지역 특성화 사업 내에서 시민단체 운영 프로그램과 협력사업 진행

 ․ 범부처 협력사업의 지원단체 선정에서 시민성 함양과 관련된 평가기준 추가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자생력 확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도록 사후(事後)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둘째,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다양한 단체가 수행하는 시민교육 또는 문화예

술교육에 대해서 컨설팅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탄력적 지원조건을 유지하면서, 교육

내용과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유관사업과 비교하여 탄력적인 지원조건에 따라 교육내용의 일상성, 교과과정에 피교육

자의 참여와 협력이 잘 이루어짐

○ 교육내용과 교육방법뿐 아니라 교육의 전체적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탄력적 지원조건은 

유지하되, 간접지원을 포함한 지원방식의 다원화를 꾀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자율성뿐 아니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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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1.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

1) 기본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 제고

○ 잠재적 교육자와 참여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함

- 기존 문화예술교육 주체들도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교육 참여자도 자신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브랜드화, 통합홍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단체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서 운영자 대상 교육 강화, 교육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교육주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차별성을 체감하도록, 핵심가치를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운영자 대상 교육 강화

○ 상이한 성격의 교육단체의 협력교육을 통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의 실현

2) 개선사항

□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과 홍보강화(Ⅴ장 2절 5. 추진체계 (3) 브랜드형성과 

홍보활성화 참조)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브랜드 이름붙이기

○ 대상별 맞춤형 홍보, 우수사례 책자 발간 등

□ 잠재적 교육단체에 대한 기초(입문)교육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핵심가치 인식 및 체감을 위한 입문(기초) 교육 

- 잠재적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게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체

감하도록 개념과 의미에 대한 입문교육 

○ 계획서(제안서) 제출 이전(以前)에 교육 실시

-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운영단체 다원화 효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 향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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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강의 형태로 진행

□ 교육 수행단체 대상 심화교육

○ 교육은 지원단체 선정 이후, 교육 시점(始點) 이전에 심화교육 실시

○ 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되 워크숍 형태로 진행

-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초반에는 시민성 교육과 문화감수성 교육을 분리해서 실시하고, 

후반에는 통합교육 실시

○ 초반에는 문화예술단체와 비(非)문화예술단체로 분반(分班)

- 문화예술단체는 시민성과 관련된 교육에 집중

- 비(非)문화예술단체는 문화감수성과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 후반에는 문화예술단체와 비(非)문화예술단체를 통합하고 지역별로 분반(分班)

○ 강의형 교육이 아니라 단체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 교육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 교육단체의 협력교육 제도화(Ⅴ장 2절 2. 교육주체 (2) 공동교육 제도화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Ⅴ장 2절 2. 교육주체 (2) 공동교육 제도화 부문 참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Ⅴ장 2절 6. 추진체계 (2) 간접지원 활성화 부문 참조)

[그림 V-3] 시민 문화예술교육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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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1) 기본방향

□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인 시민성, 문화 감수성, 문화예술교육이 통합된 영역에서 최

상(最上)의 전문성 확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핵심가치의 개별성에서 최상의 전문성을 지니기는 현실적으

로 어려움 

- 시민성에 한정하면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가장 높음

- 문화 감수성에 한정하면 문화예술인의 전문성이 가장 높음

- 문화예술교육 일반에서는 수년 간 교육을 담당한 예술강사의 전문성이 높음

○ 세 가지 핵심가치가 통합된 영역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체가 최상급의 전문성을 지

녀야 함

○ 교육단체가 최상의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동교육과 협력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새로운 교육주체를 발굴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외연을 

넓힘

○ 교육단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특화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단체, 협동조합, 

문화예술동호회 같은 다양한 주체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선사항

(1)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의 제도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다른 문화

예술교육과 차별성을 확보했음

○ 교육주체를 문화예술단체에 한정하지 않아서, 지역 특성화 사업, 산업단지 교육과 다르게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가능해졌음

□ 단체 성격별로 최소 선정비율(쿼터제)을 도입하여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시민단체, 협동조합, 문화예술동호회, 문화자원봉사단체, 지역단위의 소모임을 새로운 

교육주체로 발굴

○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져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다원성과 전문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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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가능

○ 시민단체의 참여가 많아질 경우,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 됨

- 현재, 지역 특성화 사업과 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한 시민(문화)단체가 시민성 관련 교

육에서 전문성이 높음

○ 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현재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문제, ‘교육’과 ‘이익 창출’의 딜레

마를 극복할 수 있음

○ 문화동호회가 참여할 경우, 동호회가 현재의 비개방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 이웃과 

함께 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음

○ 문화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단기적인 자원봉사를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지역단위 소모임은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문화예술동호회 등과 협력할 경우, 교육대

상에서 교육주체로 전환될 수 있음

- 현재의 구성원에게 한정한다면 교육대상임

- 현재의 구성원 이외에게 모임을 개방하고 다른 단체와 협력할 경우, 교육주체의 일원

이 될 수 있음

(2)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

□ 지원단체 선정단계에서 성격이 상이한 단체의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 교육주체의 다원화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별 핵심가치의 실현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

합적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협력교육 필요

○ 공동교육을 위해 지원단체 선정에서 성격이 상이한 단체를 일정한 비율로 설정(공동교

육 단체의 쿼터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협력교육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 지역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성격이 상이한 단체를 2-3개로 묶고, 연간(年間) 몇 회 이

상의 공동교육, 교육단체의 상호지원을 전제로 지원단체 선정

-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

- 예를 들어, 시민단체 + 문화예술단체 + 공간확보단체, 시민단체 + 문화예술동호회, 

시민단체 + 문화예술동호회 같은 성격이 상이한 단체의 협력 가능

(3)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육단체의 특성, 노하우, 전문인력, 공간 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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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의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신청서, 컨설팅, 관련 연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분류

○ 자료수집 단계에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공지하고 동의한 단체에 한정

□ 교육단체 DB의 구조와 구성항목

○ 데이터베이스는 개방형 구조를 통하여 등록(수록)단체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 구성항목

- 단체: 성격, 연혁, 활동 분야(장르), 최근 3년간 주요활동, 재정구조, 인력, 활동계획 등 

- 공간확보: 위치, 규모, 지원 가능 기자재, 무료활용 가능성, 개방시간 등

- 인력: 활동경력, 활동 분야, 최근 3년간 주요활동 등  

- 당해 연도 활동내역: 문화예술교육 활동 내역을 월단위 등록  

○ 초기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 단체․참여의향 단체에 한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다른 사업군(群)의 문화예술교육단체․문화예술단체․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

스로 확대 발전

(4)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 

□ 지원단체 선정단계의 협력(공동교육, 협력교육)뿐 아니라 교육단체 간의 자율적 네트

워크 구축 지원  

○ 필요한 자원을 가진 교육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사례 1: 기획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지원단체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공간이 부족할 경

우, 기존 교육단체에서 교육공간 제공

- 신규 교육단체는 기존 교육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교육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음

- 기존 교육단체에서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통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례 2: 교육단체가 전문 문화예술단체가 아닐 경우, 해당 지역의 예술가(단체)와 네트

워크 구축

-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예술단체와,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비(非)문화예술단

체의 협력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지역성 결합

□ 교육 지속연수에 따른 멘토링 체계 마련

○ 사업 2년차 이상 수행단체와 1년차 수행단체 간의 ‘멘토-멘티’ 제도를 마련하여 1년차 

단체가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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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단체는 멘토링 참여를 필수로 하고, 2년차 이상 단체는 멘토링 참여를 원하는 

단체에 한하여 1년차 단체와 매칭

- 멘토링에 참여하는 2년차 이상 단체는 차년도(此年度) 지원단체 선정에서 가점(加點) 

부여

(5) 교육단체 선정의 서울 중심 탈피

□ 교육단체의 서울 중심성 탈피

○ 2013년 시민 문화예술교육단체 12개 가운데 서울지역 소재 단체가 8개(사회적기업 4

개,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조성 4개)로 67%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해당지역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교육대상 지역의 다원화가 요구됨(Ⅴ장 2절 3. 교육대상 (2) 교육지역의 서울/대도시 

중심 탈피 부문 참조)

[그림 V-4] 교육주체: 전문성 제고 방안

3. 교육대상의 확대

1) 기본방향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서울과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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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기존 문화예술교육에 배제된 집단을 교육대상으로 포섭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는 중년 남성, 20-30대를 새로운 교육대상으로 삼은 것임

- 목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성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유도(사례: 가제트공방, 문화로놀

이짱, 하하발전소)

○ 현재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집단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중년 남성, 자영업자, 무급가

족노동 종사자임

- 취약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범부처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교육대상을 넓히고 있음

-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 종사자의 예술관람률, 예

술관람 의향률,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음

- 주부, 학생, 은퇴자 등은 전체평균보다 참여경험이 많음

(단위: %)

구 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의향 문화예술교육 경험

전체 69.6 78.1 8.7

임금근로자 78.6 83.6 9.9

자영업자(고용주) 68.9 81.0 7.3

자영업자 51.9 66.7 5.8

무급가족노동 종사자 35.6 51.3 1.7

주부/학생/은퇴자 71.0 79.0 9.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표 Ⅴ-1> 직업별 문화예술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새롭게 문화예술 대상으로 포섭한 중년 남성 이외에 자영

업자, 무급가족노동 종사자를 시민교육에 포함시키려는 노력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특

정하지 않아야 함

2) 개선사항

(1)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

□ 직장인과 중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 중년 남성의 프로그램 지속참여를 위하여 목공 이외에 미디어, 영상 등과 관련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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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산업단지에서 수행하고 있음

- 산업단지 프로그램은 직장인이 참여하지만 ‘예술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시각을 접목하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 가능

- 산업단지 교육단체 선정기준에 공공성, 공동체성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내용

과 방법 다양화

□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교육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임

- 교육단체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함 

○ 현재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은 지역 특성화(전북)에서 활발한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차용(借用)할 수 있음

- 시장(市場) 상인 대상 프로그램: 시장문화, 예술 꽃을 피우다, 익산시 평생학습강사협

의회

- 상가(商街) 거주 상인을 대상 프로그램: 예술로[Art路] 비빔, (사)민족미술인협회 전

북지회

(2) 교육지역의 서울․대도시 중심성 탈피

□ 교육지역 선정에서 중소도시, 군(郡)지역 포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움

- 2013년 기준으로 13개 사업지역 가운데 서울이 7개(사회적기업 4개, 시민 문화예술

교육 거점 조성 3개)로 54%임

- 광역시와 서울인근 신도시를 포함하면 서울/대도시가 9개(사회적기업 5개, 시민 문화

예술교육 거점 조성 4개)로 69%이며, 군(郡)지역은 1개 지역에 불과함(7%)

○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선정단계에서 대도시 

중심성 탈피 

□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일정한 비중으로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체계를 차용

(借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사회 문화예술교육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

육을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



230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3) 계층 간 통합교육 모델 개발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 간 통합교육 모델 개발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유관사업에 비하여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계층 

간 통합교육을 실현하지 못함

○ 성, 연령, 직업이 다양한 참여자가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교육 

모델 개발

□ 계층 간 통합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서 계층별 최적모델 자료축적, 교육대상별 교류 

제도화 

○ 직장인, 전업주부, 노년층, 청소년, 대학생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계층별 최적화된 교육모델의 기초자료 축적

○ 교육 대상별 교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특성화(서울) 프로그램 가운데 ‘그림편지/고도아트’는 청소년과 장년층의 교류와 

공동 작업을 제도화하고 있음

[그림 V-5] 교육대상: 확대 및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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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내용의 문화 감수성과 공동체성 확대

1) 기본방향

□ 탈(脫) 장르 교육 확대와 통합교육 실현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하여 탈(脫) 장르 교육 형태가 많음

- 특히 시민 문화공간은 일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교육내용으로 설정함

- 사회적기업에서도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술기능 교육을 벗어나려고 노력함

○ 단일 장르 교육탈피는 통합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님

- 아직까지 통합교육을 추진하기보다는 탈(脫) 장르 교육에 머무는 정도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탈(脫) 장르 교육이 가능한 것은 교육주체의 다원성, 교육체계의 

탄력성에서 기인함

-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공간 확보 지역단체 등이 교육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예술기능 

교육을 벗어남

- 30차수, 60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예술기능교육을 벗어남 

○ 현재처럼 탈(脫) 장르 교육을 지속하고, 예술장르 간 융합, 예술-인문학의 통합교육을 

본격 실시

□ 일상의 문화예술 체험교육 확대

○ 일상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해야 문화 감수성과 시민성 고양 가능함

○ 문화 감수성을 촉발하는 것은 모든 문화예술이 아니라 수준 있는 문화예술을 접했을 

때 가능하므로 ‘문화예술’ 교육의 수준 제고

○ 시민 주체성과 문화예술의 연계는 문화예술을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그리고 일상과 접목될 때 가능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접하는 문화예술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확

대되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주제와 소재가 구체적인 자신의 삶, 일상과 연계되어야 함

□ 지역성 확보 단위의 명확성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대도시의 시(市) 단위에서 이루어져 지역 공동체의 범위가 포괄

적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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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사항

(1) 인문학 통합교육 실시

□ 현재의 탈(脫) 장르 교육을 넘어서 통합교육 실시

○ 탈(脫) 장르 교육의 확대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실시함

○ 통합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교육단체의 성격상 인

문학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단체는 예술적 접근, 시민단체는 사회과학적 접근에 집중하여 인문학과의 통

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움

- 사회적기업인 ‘문화로 놀이짱’에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는 정도임 

□ 현실적으로는 인문학 전공자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대한 제도화 필요

○ 지원단체 선정기준에서 인문학 전공자의 참여 시 가점(加點)을 부과하는 방식

(2) 예술가와 협력하는 교육 실시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예술가와 피교육자(교육 참여자)의 만남을 제도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예술가와 교육 참여자의 교류는 거의 없음

- 지역 특성화(서울) 사업인 ‘랄라라, 산책하는 아줌마문화학교’(줌마네)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를 찾아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

○ 모든 교육단체가 예술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예술인과 교육 참여자의 

만남을 제도화해야 함

□ 최상급 예술인(단체)의 컨설팅

○ 피교육자가 수준 높은 예술작품 만들기에 참여해야 문화 감수성이 증진됨

○ 현실적으로 최상급 문화예술인(단체)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들을 자문위원(단체)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최상급의 문화예술인(단체)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자문

단으로 위촉하여 교육단체 대상 컨설팅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 컨설팅은 시민성․조직성과․교육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문화예술의 질(質)에 대한 자문은 하지 못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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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 내 전문 예술인(단체)과 협력하여 예술교육의 성취도 제고

○ 전문 예술인(단체)과 교육단체의 멘토링 체계 도입 

○ 도립/시립 예술단체가 멘토로서 참여하는 게 효율적임

(3) 일상과 연계된 교육

□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기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지역 특성화 사업 모두 일상을 문화예술과 접목하고자 노력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 교과(학생), 생활자투리를 활용한 공방(레드툴 공방/공공미술프리즘)

 ․ 목공을 통한 ‘나를 닮은 진짜 공간 만들기’(명랑에너지발전소/문화로놀이짱)

- 지역 특성화 사업

 ․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골목길 학교만들기/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서울지역)

 ․ 자신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기(춤너머 줌마렐라/아트커뮤니케이션 21, 서울지역)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을 ‘표현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특성화사업은 ‘표현하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자기표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예를 들어, 자신의 삶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시간 축으로 표현하기’, ‘현 시점에서 중

요한 일’,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도입

□ 교육 시점(始點)과 종점(終點)에서 자신의 변화양상 비교

○ 교육의 시점과 종점에서 자기표현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자신의 변화양상을 인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 프로그램 시작일: 유명 예술인(자문위원)의 공연․작품발표회를 갖고, 이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기 

○ 프로그램 종료일 즈음: 발표회 

○ 프로그램 최종일: 교육 시작일에 제시한 자기의견, 발표회의 모습을 비교하고 토론하기

(4) 지역 관련 교육 심화

□ 마을(동네) 일에 문화로 참여하기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지역 특성화 사업 모두 지역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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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 조선배우학교: 창신동의 역사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형상화(창신동 뭐든지예술학교/아

트브릿지)

 ․ 마을밴드, 마을목공소, 마을극단, 마을축제(우리동네 하하발전소/문화예술센터 결)

- 지역 특성화 사업

 ․ 지역에 얽힌 자기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기(춤너머 줌마렐라/아트커뮤니케이션 21, 

서울지역)

 ․ 지역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기(그림편지/고도아트, 서울지역)

 ․ 평화동 지역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표현하기(평화마을 이야기 창조/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북지역)

 ․ 풍물을 기반으로 마을지도 만들기(우리가 만드는 삼천동 이야기/전통예술원 모악, 전

북지역)

 ․ 동문(東門)거리 상인의 삶을 문화예술로 표현하기(예술로[Art路] 비빔/(사)민족미술인

협회 전북지회, 전북지역)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구체적인 마을보다 추상적인 의미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막연한(추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마을단위와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일상, 문화예술, 지역성의 결합을 위한 지역단위는 현실적으로 마을(동네)이 최적(最
適)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읍/면/동, 대도시에서는 구(區)지역을 넘어서기 어려움

- 교육대상자 모집단위는 시(市)지역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마을(동네), 읍

/면/동, 구지역의 현안과 관련지어 진행

□ 마을(동네) 축제 참여하기

○ 교육 종료일 즈음에 갖는 발표회를 지역축제와 연결지어 수행

○ 피교육자는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주민과 만나고, 지역문제에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성 확대 가능 

□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와 생활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임

-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6개 부처 22개 이상의 사업), 지자체 주도

형, 생활 주도형 사업으로 분류27)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

업(복권기금) 등이 있음

27) 홍진이(2013),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제3권 2호, 154-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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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만들기(서울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

들기사업(경기도)이 대표적임

 ․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2. 8. 23)를 구성하여 공동체 만들기를 적

극 추진함

- 생활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주도형 사업에 비하여 훨씬 다양함

- 2012년 8월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마을공동체는 92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사업은 400개를 상회28) 

○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부문적으로 참여하기 

- 동일 또는 인근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를 시민 문화예술교육 체계로 편입시

키기

- 마을만들기 사업이 문화 감수성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계기 조성 

(5) 미디어 교육 실시

□ 미디어 제작교육을 통해서 참여형 프로그램의 활성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이 활발하지 않음

○ 지역 특성화 사업, 산업단지에서는 시민문화단체가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 특성화(전북): 사진과 영상제작, ‘평화마을이야기창고/전주시민미디어센터’

- 산업단지: 영상제작, ‘미디어로 놀자/울산미디어연대’

○ 현재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도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이 포함되어 미디어교육은 문화

예술교육의 일부가 되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미디어제작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미디어제작은 다른 장르보다 공동참여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민 문화예술교육 목

표에도 부합

- 미디어제작은 장르 간 융합교육으로 젊은층과 남성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음

□ 미디어 제작을 넘어서 현대예술의 주요한 흐름인 미디어아트를 교육장르에 포함

○ 미디어아트의 추세는 ‘1인 미디어’의 특징이 사라지고 ‘집단 미디어 제작’이란 점이 강

조되기29)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친화력이 높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장르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미디어아트 교육이 가능

28)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2013), ｢마을의 귀환｣, 오마이북, 8쪽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문화예술 R&D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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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6] 교육내용: 문화감수성과 공동체성 증대 방안

5.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소통과 협력

1) 기본방향

□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협력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

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교육 시수, 방법,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대상자가 참여할 

여지가 많음

-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도 교육주체들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주어진 교육여건(30회, 60시간) 내에서 피교육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

○ 현재의 교육방법을 지속하되, 부분적으로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의 통합 유도

- 교육주체, 교육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단체의 전문성(시민교육, 문화예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과정에 한정(限定)하여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통합

- 피교육자의 전문성이 제고될 경우에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교육 참여자의 교류 활성화

○ 피교육자의 자체적인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내(內)에서 ‘또 하나의 시민 문화

예술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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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경험자와 신규 참여자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결속력, 문화감수성 증진

□ 비참여자를 포괄하는 개방교육 실현

○ 현재의 교육체계는 교육자-교육대상자의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하므로 지역 주민 모두

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 교육현장과 교육공간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주민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공동체의 외연 확대

2) 개선사항

(1)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경계 허물기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의 역할 바꾸기

○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기간 내에 역할 바꾸기 시간 

마련

○ 역할 바꾸기 형태는 역할극(劇)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음 

□ 피교육자를 교육주체로 육성

○ 시민 문화공간 사업인 ‘하하발전소/문화예술센터 결’에서는 피교육자가 2014년부터 교

육강사로 참여할 예정 

○ 연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교육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지원단체 선정에서 피교육자의 교육주체 참여 시, 가점(加點) 부여

□ 피교육자 제안형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 문화공간 사업인 ‘해방촌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사업/빈가게’, ‘하하발전소/문화예술

센터 결’에서는 주민제안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피교육자의 제안형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도화

○ 지원단체 선정에서 피교육자, 일반인의 기획참여 시 가점(加點) 부여

(2) 교육 참여자의 소모임 활성화․멘토링

□ 교육 참여자의 소모임 구성 제도화

○ 시민 문화공간은 유관사업에 비해 자연스럽게 소모임을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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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교육프로그램은 소모임 구성을 사업목표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동년배의 사

교모임 성격이 강함

○ 소모임 활동을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설정

- 소모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전체’ 교육시간의 일부로 할애

- 소모임에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의 실현과정과 결과를 교육 참여자 전체와 공유하게 함

○ 교육시간 이외에도 참여자가 자유롭게 공간,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참여자와 새로운 참여자 간의 ‘멘토-멘티’ 매칭

○ 지역 특성화(서울) 사업인 ‘춤너머 줌마렐라/아트커뮤니케이션21’의 경우, 기존 참여자가 

신입 참여자에게 교육초기에 프로그램을 설명하도록 함 

○ 연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참여자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자 간 멘토링 

시도

(3) 교육공간의 개방, 교육방법의 공개, 문화자원봉사

□ 교육단체-피교육자만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인을 포괄하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 문화예

술교육의 외연 확대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공간의 일반인 개방

○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교육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항시 

개방

○ 교육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간 이외에는 일반인이 공간을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

□ 온라인을 통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공개

○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공개

○ 교육운영자 또는 참여자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는 방법(교육주체 

부문에서 언급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 교육과정과 결과물을 취약계층과 함께 하기

○ 교과과정 종료일 즈음에 시행하는 발표회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문화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하여 공동체성을 참여자 내부에 한정시키지 않고, 지역 전

체로 확산

- 지역 특성화(서울) 사업인 ‘춤너머 줌마렐라/아트 커뮤니케이션21’은 재능기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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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2012년 무용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축제 참여, 지역센터에 나눔활동 진행

- 지역 특성화(전북) 사업인 ‘평화마을이야기창고/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재능기부 실

시: 마을 행사에서 참여자가 직접 라디오 방송

○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문화 자원봉사와 연계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을 차용(借用)

[그림 V-7] 교육방법: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증진 방안

6.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개선

1) 기본방향

□ 간접지원 활성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직접 지원(예산 지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는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

시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

○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 체계 구축

- 심화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교육모델 제공, 공간 제공

□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Ⅴ장 2절 2. 교육주체 부문 참조)

○ 사회적기업, 시민 문화공간은 공통된 성과(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의 확대)를 

거두었지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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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교육단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

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

2) 개선사항

(1)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과 협력의 제도화

□ 교육단체 성격에 따라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주체의 다원화 필요

○ 지원대상 교육단체의 자격제한 폐지(Ⅴ장 2절 2. 교육주체 (1)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의 

제도화 부문 참조)

○ 지원단체 선정 시, 단체성격별 쿼터제 도입(Ⅴ장 2절 2. 교육주체 (1)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의 제도화 부문 참조)

□ 공동교육/협력교육 활성화

○ 지원단체 선정 시, 공동/협력교육 실시 단체 지원 비중의 쿼터제 도입(Ⅴ장 2절 2. 교

육주체 (2)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 부문 참조)

○ 공동교육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지원단체 선정을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지원단체 선

정절차의 이원화)

- 첫째, 교육단체가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공동교육 계획서 제출

- 둘째, 교육단체가 개별 계획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협력이 가능한 

복수(複數) 단체를 1차 선정 → 1차 선정 단체들의 협의 → 복수(複數)의 단체가 공

동교육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방식에 따라 공동교육 단체 최종선정 

○ 공동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단체 선정의 전제로 협력교육 수행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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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 

사업계획서 접수
개별 사업계획서 접수 및 DB 작업

⇩

⇩

협력가능한 교육단체의 복수(複數) 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단체별 협의에 따라 자신의 협력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단체별 협의

⇩

공동교육 추진의향 단체 

수정계획서 제출

공동교육 추진 비의향 단체 

기존 사업계획서 심사

⇩ ⇩

공동교육 

지원단체 최종 

결정

공동교육

지원단체

최종 결정

협력교육을 전제로 지원단체 

선정

[그림 V-8] 공동(협력) 교육단체 선정절차

(2) 지원단체 선정기준의 변화, 선정방법의 다원화

□ 핵심가치 실현을 최우선 선정기준으로 제시

○ 사업계획서에 한정해서 보면,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의 사업목적과 

교육과정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음

- 지원단체 선정단계에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함 

○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주체성, 공동체성, 문화감

수성)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시킬지를 적시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작성하도록 함

○ 심사기준에서 ‘핵심가치의 구체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

□ 새로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주체 발굴을 위하여 추천제도 도입

○ 시민 문화예술교육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 선정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제안서)작성 능력임

- 제안서 작성 능력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경험 단체가 우수할 수 있지만, 

제안서 작성 능력이 반드시 교육능력과 정비례하지는 않음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을 위해서는 약식(略式) 선정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약식

평가에서는 ‘추천’을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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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유관사업 가운데 시민 교육의 성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추천과 약식(略式) 사업계획서만으로 지원심사를 대신함

- 지자체 추천, 일정 수(數) 이상의 주민 추천,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문화예술단체가 

추천한 단체들도 약식(略式) 사업계획서만으로 지원심사를 대신함

□ 지원기간 선택제도 도입

○ 일괄적 연(年)단위 지원체계를 탈피하여 교육단체에서 지원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

도 마련 

○ 1년 미만의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는 분기단위, 또는 반년단위 지원의 제도화

○ 다년도(多年度) 연속지원 제도화

- 연속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제출단계에서부터 3년의 연도별 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 사업성과의 연(年)단위 평가에서 ‘보통’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연속지원 보장 

(3) 간접지원의 활성화

① 교육단체 및 교육현장 컨설팅 

□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 현재 진행하는 컨설팅을 발전시켜 교육단체별로 맞춤형 컨설팅

○ 연속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 수준의 컨설팅을 지양하고, 지난해 미진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컨설팅 진행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전체를 포괄하는 컨설팅 운영

□ 교육공간의 디자인(매력) 제고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별 현장이 매력적 공간, 문화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 전문가 컨설팅

- 피교육자는 물론 일반시민이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 컨설팅을 바탕으로 교육 참여자가 공간을 재구성하며, 이것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

정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형성을 위한 통합 디자인 제공

- 개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되,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공간임을 드러낼 수 있는 통합적 

공간 구성

- 통합 디자인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홍보, 참여자의 신뢰도 제고, 교육단체의 

책임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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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디자인은 저비용으로 교육운영자와 참여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에 한정

 ․ 예를 들어, 공간 외부에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장소임을 드러내는 ‘작은 명패’ 달기 

□ 사업기간 종료 이후 컨설팅 

○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교육단체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제공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교육단체의 성과에 대한 계속적인 파악

② 네트워크 구축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Ⅴ장 2절 2.교육주체 (3)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지원(Ⅴ장 2절 2.교육주체 (4)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부문 참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대학교와의 산학협력

- 대학 예술전공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대학 인문학과의 협력을 통해 인문학 통합교육 실시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공 대학생에게 인턴십 기회 제공

○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과 협력

- 생활 착형 공공 문화시설인 문화의집, 문화원, 소규모의 박물관/미술관,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공간 활용

- 지역 내 문화시설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재 지역 특성화 사업은 향유기관을 선정하여 홍보, 교육생 모집, 공간 확보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 차용(借用)

○ 지역 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기관과 협력

- 지역 내 전문예술인, 도립/시립예술단체와 협력(Ⅴ장 2절 3.교육내용 (2)수준 높은 문

화예술교육 부문 참조)

- 전문적인 공공 문화예술기관인 공연장, 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행사 참여

○ 마을축제 참여하기(Ⅴ장 2절 3.교육내용 (4) 지역관련 교육 부문 참조)

(4)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형성 및 통합홍보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가 유관사업(지역 특성화)과 차이를 느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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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 필요

- 첫째, 제도적인 노력(지원단체 선정기준의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특성화)

- 둘째, 제도적인 노력에 덧붙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브랜드화가 필요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브랜화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사업 1―2개를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 대표사업으로 육성

- 대표사업의 성과를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친숙한 이름 붙이기(명명, 命名) 시도

- 엘 시스테마는 정식명칭이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

재단'이지만, 재단으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오케스트라의 대명사로 인식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역시 브랜드 네임을 형성해야 확산가능성이 높음

○ 새로운 브랜드네임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 홍보

- 현재까지 대상자 모집은 교육단체의 역량(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홍보)에 의존하여 일반인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 유명 예술인, 사회 저명인사를 홍보대사 활용

- 교육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TV, 라디오 노출 확대

-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SNS 계정을 마련하여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단체의 

편의성 제고

□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

○ 다양한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평균연령이 유관사업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SNS 적극 

활용 시 효과가 높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서포터즈 활동

-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서포터즈 모집

- 서포터즈는 1인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각 운영주체의 종합 발표회 등 추가인력 필요

할 경우 지원

○ 홍보대상별 맞춤형 홍보전략 도입

- 교육단체의 결과발표회를 유동인구 집지역(홍대, 대학로, 북촌) 등에서 개최하여 젊

은 세대의 인지도 제고

- (아파트) 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주부의 인지도 제고

□ 우수사례 책자 발간

○ 현재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료집은 컨설팅 관련 보고서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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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시민 문화예술교육 주체와 참여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자료집, 보고서가 발간

되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우수사례, 유관사업 가운데 시민성 함양에 성과가 있는 사

업 등을 단행본 형식으로 출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출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5) 성과평가 강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수치로 표현하기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양적(量的)으로 보여주는 결과물 생산

○ 문화예술교육 전체의 성과평가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일부 제시하는 정도에 

머묾

- 교육주체의 수, 교육대상자의 수 같은 기본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계량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어야 정확한 분석

과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함

○ 최근 성과평가에서는 질적 수준의 측정, 효과성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시민 문

화예술교육 사업에서는 기본사항에 대한 양적(量的) 측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과정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수행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름

○ 교육단체와 교육참여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평

가하는 게 현실적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과정과 전달체계의 투명성, 제도화 

같은 과정을 평가하는 게 현실적임

□ 과정평가의 누적을 통해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과/효과측정의 방법론 개발

○ 양적 자료와 과정평가가 수년 동안 계속된 이후, 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계량, 비계량지

표를 통해서 평가

○ 본격적인 성과평가, 효과측정 이후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분류체계 재조정 등을 실시

(6) 유관사업과 협력

□ 지역 특성화 사업, 산업단지 사업의 장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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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화 사업의 장점 가운데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음

- 작은 단위(마을, 동지역)에서 구체적인 공동체성 확보 노력

- 지역의 예술가와 교육대상자의 교류

-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능력 제고

- 지역 내 특정계층(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단체 간 교류, 신규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의 네트워크

- 문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 향유기관의 적극적 활용

○ 산업단지 사업의 장점 가운데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음

- 소모임 구성의 제도화

- 참여단체의 공동발표회

□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 지원단체 선정단계에서 ‘시민성 관련 교육’ 별도 심사(쿼터제)

○ 지원단체 선정기준에 시민성 고양을 추가 

○ 산업단지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총괄하기 때문에 쿼터제, 선정기준 변경은 

현실성이 있음

○ 지역 특성화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에 광역센터의 참여 유도

- 광역센터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단체 추천제도의 적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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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사항

교육목표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 제고

-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브랜드화(추진체계 부문 참조)

- 맞춤형 홍보 및 우수책자 발간(추진체계 부문 참조)

○ 잠재적 시민 문화예술교육 단체 대상 입문(기초)교육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 체감을 위한 교육

- 제안서(계획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실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인지도 

및 선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 시민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대상 심화교육

- 초기: 문화예술단체와 비(非)문화예술단체 분반

- 후기: 지역별 분반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협력교육의 제도화(교육주체,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교육주체, 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역사회 유관단체 간 네트워크 지원(추진체계 부문 참조) 

교육주체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의 제도화(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원단체 선정 시 단체성격별 쿼터제 도입

- 시민단체, 협동조합, 문화동호회, 문화자원봉사단체, 지역 내 소모임의 교육참여 유도

○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원단체 선정 시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쿼터제 도입

- 교육단체 간 협력을 지원 전제조건으로 제시

○ 교육단체의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추진체계 부문 참조)

- 단체, 공간, 인력, 활동내역 등의 항목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 Ⅴ-2>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그림 V-9]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분석기준(교육목표,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추

진체계)별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표 Ⅴ-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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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선사항

- 초기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경험(의향) 단체에 한정

-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일반,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데이

터베이스 구축

○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자체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교육단체 간 멘토링 체계 마련

○ 교육단체 선정의 서울 중심 탈피

교육대상

○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

- 직장인, 중년 남성 프로그램 지속

- 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

○ 교육지역의 서울․대도시 중심성 탈피

- 교육지역 선정에서 중소도시, 군(郡) 지역 포함

- 지역 특성화사업과 연계

○ 계층 간 통합교육 모델 개발

- 성, 연령, 직업의 차이를 포괄하는 통합교육 모델 개발

- 계층별 최적모델 자료축적, 사업별 교류 제도화 

교육내용

○ 탈(脫)장르 교육을 넘어서 통합교육 실시

- 인문학 전공자의 교육참여 제도화

○ 예술가와 협력하는 교육

- 예술가와 피교육자 만남의 제도화

- 최상급 예술인의 컨설팅

-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와 협력: 도립/시립단체의 멘토링

○ 일상과 연계된 교육

-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강화(지역 특성화사업 벤치마킹)

- 교육 시점(始點)과 종점(終點)에서 자신의 변화양상 비교

○ 지역 관련 교육의 심화

- 구체적인 마을단위와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마을(동네) 축제 참여: 지역축제 기간에 발표회 수행

-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마을만들기 참여자를 교육대상으로 포섭 

○ 미디어교육

- 미디어제작 교육 확대

- 미디어아트를 교육장르에 포함

교육방법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의 경계 허물기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의 역할 바꾸기

- 피교육자를 교육주체로 육성: 선정심사에서 가점(加點)

- 피교육자 제안형 프로그램 활성화: 선정심사에서 가점(加點)

○ 교육 참여자의 소모임 활성화․멘토링

- 교육 참여자의 소모임 구성 제도화: 소모임 활동의 필수교과 과정으로 설정

- 기존 참여자와 새로운 참여자의 ‘멘토-멘티’ 매칭

○ 교육방법 공개: 온라인을 통한 교육내용과 방법 공개

○ 교육공간 개방: 시민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공간을 일반인에게 개방

○ 문화 자원봉사와 연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발표회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과 협력의 제도화

- 교육주체의 다원화(지원대상 교육단체의 자격제한 폐지, 교육단체별 쿼터제: 교육주체 

부문 참조)

- 공동교육/협력교육 활성화(공동교육 쿼터제, 지원단체 선정절차의 이원화)

○ 선정기준의 변화, 선정방법의 다원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의 구체화를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설정 

- 추천 및 약식(略式) 심사제도 도입



Ⅴ.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 249

구 분 개선사항

- 지원기간 선택제도

○ 간접지원의 활성화

- 맞춤형 컨설팅: 연차별 컨설팅 차별화

- 교육공간의 디자인 매력도 제고: 디자인 컨설팅, 통합 디자인 제공

- 사업종료 이후 컨설팅 지속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교육주체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지원(교육주체 부문 참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생활문화시설 협력, 문화예술인(기관)과 협

력, 마을축제 참여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브랜드 형성: 가장 인지도 있는 사업 1—2개를 시민 문화예술교

육사업 대표사업으로 육성

- 새로운 브랜드네임을 바탕으로 통합 홍보

- 새로운 홍보방식 도입: SNS 홍보, 시민 문화예술교육 서포터즈, 홍보대상별 맞춤형 

홍보

- 우수사례 책자 발간

○ 성과평가의 강화

- 성과와 한계를 수치(數値)로 표현하기(계량지표화)

- 교육목표의 내재화, 운영과정과 전달체계의 투명성/제도화 평가

- 중장기적으로 질적 성과측정, 효과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 유관사업과 협력

- 지역 특성화사업의 장점 수용: 작은 단위에서 구체적인 공동체성 확보, 지역 내 예술

가와 교육대상자 교류, 교육단체 간 교류, 교육참여자 간 멘토링, 문화자원봉사 연계 등

- 산업단지사업 장점 수용: 소모임 구성 제도화, 참여단체의 공동발표회

-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가치 실현

제3절 개선사업의 추진절차

1. 개선사업의 추진시기

□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선사업의 추진시기를 향후 3년 단위로 설정하면 <표 Ⅴ-3>과 

같음

□ 2014년도 추진사업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 제고: 시민 문화예술교육 홍보강화, 잠재적 교육단체에 대

한 핵심가치 관련 기초교육,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교육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원단체 제한기준 폐지, 교

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교육단체 선정의 서울 중

심성 탈피



250 ｜ 201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 교육대상의 확대: 중소도시 및 군(郡)지역 교육실시,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등)

○ 교육내용의 감수성과 공동체성 확대: 일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확대, 구체적 마을단

위 프로그램 개발

○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역할바꾸기 프로그램,  피교육자 제안

형 프로그램 제도화, 교육참여자 소모임활동 제도화, 교육참여자 간 멘토링

○ 추진체계 개선: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수행,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홍보활성화, 지원단체 제한기준 폐지, 사업계획서 양식변경

□ 2015년도 추진사업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 제고: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 교육수행단체 

심화교육,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지원단체 선정 시 단체성격별 쿼터제, 공동교육 단체 쿼터제, 

사업수행단체 간 멘토링

○ 교육대상의 확대: 중소도시 및 군(郡)지역 교육실시

○ 교육내용의 감수성과 공동체성 확대: 인문학 통합교육, 미디어교육 실시, 예술가 협력

교육(지역 내 예술단체와 협력, 최상급 예술인[단체] 협력), 마을축제 및 마을만들기 프

로그램 연계

○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피교육자를 교육주체로 육성, 비참여자를 포괄하는 개방교육

의 실현(교육공간 개방, 교육내용 공개, 문화자원봉사와 연계)

○ 추진체계 개선: 교육공간 디자인 컨설팅,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시민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형성,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지원단체 선정 시 단체성격별 쿼터제, 지원단

체 추천제도, 지원기간 선택제도, 유관사업의 장점 수용, 성과평가 강화

□ 2016년도 추진사업

○ 교육대상의 확대: 계층 간 통합교육모델 개발, 사업별 교류 제도화

○ 추진체계 개선: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은 2년 정도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

문에, 2016년도부터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기(轉機)마련이 가능함

□ 2016년도 이후에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유관사업에서 실현되도록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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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별 사업

중요도

※

추진 주체

구분 기본방향 개선사항 2014 2015 2016
교육

진흥원

지자체,

광역

센터

생활, 

참여

단체

시민 

문화예술교

육의 

이해도 제고

인지도 

제고

○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 및 홍보강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브랜드 네이밍
v v ◎ v

○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 및 홍보강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맞춤형 홍보, 우수사례 책자 발간
v v v ◎ v

운영자 

교육 강화

○ 잠재적 교육단체 기초교육 

 - 시민 문화예술교육 의미, 핵심가치
v v v ○ v v v

○ 교육 수행단체 심화교육

 - 시민성, 문화감수성 교육 워크숍
v v ○ v v

네트워크 

구축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주체,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v v ○ v v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교육주체,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v v v ○ v v

○ 교육단체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역사회 네트워크 
v v ◎ v v v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다양성 

확보

○ 새로운 주체 발굴의 제도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지원단체 제한기준 폐지 
v v v ◎ v

○ 새로운 주체 발굴의 제도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단체성격별 최소 선정비율(쿼터제)도입
v v ○ v

전문성 

제고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체계 부문 참조)

 - 단체 특성, 공간, 인력 등
v v v ◎ v v

○ 공동교육/협력교육 제도화 (추진체계 부문 참조)

 - 공동교육단체 선정 쿼터제
v v ○ v v

○ 교육단체 간 자율적 네트워크 지원 

  (추진체계 부문 참조)
v v v ○ v v v

○ 사업수행 단체 간 멘토링 제도 마련 v v △ v v

교육 외연 

확대
○ 교육단체 선정의 서울 중심 탈피 v v v ○ v

교육대상

확대

대상자 

확대

○ 교육지역에 중소도시, 군(郡)지역 포함

 - 교육지역의 서울/대도시 중심 탈피
v v v ◎ v

○ 계층 간 통합교육 모델 개발 

 - 계층별 최적모델 자료축적 및 사업별 교류 제도화
v ○ v v

○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  

 - 직장인, 중년남성, 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v v v ○ v v

교육내용의 

문화감수성

과 공동체성 

확대

통합교육 

실현

○ 인문학 통합교육 실시 

 - 인문학 전공자 참여 장려
v v ○ v v

○ 미디어 교육 실시 

 - 미디어 제작 및 미디어 아트 교육 실시
v v △ v

일상의 

문화감수성 

확보

○ 예술가와 협력 교육 실시 

 - 예술가와 피교육자 만남 제도화

 - 최상급 예술인(단체)의 피교육자/교육단체 대상 컨설팅

 - 지역 내 전문 예술인(단체)과 협력

v v ◎ v v v

<표 Ⅴ-3> 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사업시기, 중요도, 추진주제 

예술교육 체계의 개편을 시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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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별 사업

중요도

※

추진 주체

구분 기본방향 개선사항 2014 2015 2016
교육

진흥원

지자체,

광역

센터

생활, 

참여

단체

○ 일상과 연계된 교육 

 - 삶을 문화예술과 접목, 자기표현 강화
v v v ◎ v v

지역성 

확보 

○ 지역관련 교육 심화  

 - 구체적 마을단위 프로그램 개발
v v v ◎ v v v

○ 지역관련 교육 심화  

 - 마을 축제 참여 및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v v ○ v v v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의 

협력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경계 완화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역할 바꾸기

 - 피교육자 제안형 프로그램 활성화
v v v ○ v v

○ 교육주체와 피교육자 경계 완화 

 - 피교육자를 교육주체로 육성
v v ◎ v v

교육 

참여자 

교류 

○ 교육 참여자 소모임 활성화 

 - 소모임 활동 필수화 

 -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 간 멘토링 시도
v v v △ v v

비참여자 

포괄
○ 교육공간 개방, 교육방법 공개, 문화자원봉사 연계 v v ○ v v v

추진체계 

개선

간접지원

○ 간접지원 활성화 

 -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v v v ◎ v v

○ 간접지원 활성화

 - 교육공간 디자인 제고
v v △ v

○ 간접지원 활성화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v ◎ v v

○ 간접지원 활성화

 - 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지원(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v ○ v v v

○ 간접지원 활성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학교,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단체)
v v ◎ v v v

인지도 

제고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브랜드 네이밍(교육목표, 인지도 부문 참조)
v v ◎ v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SNS 홍보, 서포터즈 활용(교육목표, 인지도 부문 참조)
v v v ◎ v

○ 브랜드 형성과 홍보 활성화

 - 우수사례 책자 발간(교육목표, 인지도 부문 참조)
v v v ◎ v

공동교육/협

력교육 

제도화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

 - 지원대상 교육단체 자격제한 폐지(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v ◎ v

○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 

 - 지원단체 선정 시, 단체성격별 쿼터제

   (교육주체 부문 참조)
v v ○ v

○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교육주체 부문 참조) 

 - 공동교육/협력교육 지원 쿼터제

 - 제안서 제출과 선정심사의 이원화
v v ○ v v

지원단체 

선정방법 

개선

○ 지원단체 선정기준 변화 및 선정방법 다원화

 - 사업계획서 양식변경을 통한 핵심가치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설정
v v v ◎ v

○ 지원단체 선정기준 변화 및 선정방법 다원화

 - 지원단체 추천제도 실시

 - 지원기간 선택제 도입
v v ○ v v v

성과평가 

강화

○ 성과평가 강화

 - 계량적 성과 측정 및 과정평가 병행
v v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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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도별 사업

중요도

※

추진 주체

구분 기본방향 개선사항 2014 2015 2016
교육

진흥원

지자체,

광역

센터

생활, 

참여

단체

사회 

문화예술교

육 체계개편 

○ 유관사업과 협력 

 -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사업 장점 수용
v v ◎ v v v

○ 유관사업과 협력 

 -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가치 실현 
v ◎ v v v

※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함. ◎ 매우 중요, ○ 중요, △ 약간 중요

2. 개선사업별 중요도

□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선사업별 중요도는 위의 <표 Ⅴ-3>과 같음

□ 분석기준별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 제고: 시민 문화예술교육 통합브랜드 형성 및 홍보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새로운 주체발굴의 제도화(지원단체 제한기준 폐지), 교육단

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육대상의 확대: 중소도시 및 군(郡)지역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시

○ 교육내용의 감수성과 공동체성 확대: 지역 내 예술가(단체)와 협력교육 실시, 일상과 

연계된 교육 강화, 구체적 마을단위 프로그램 개발

○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 피교육자를 교육주체로 육성

○ 추진체계 개선: 사업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네

트워크 구축, 통합브랜드 형성과 홍보강화,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지원단체 제한기준 

폐지), 지원단체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다원화, 성과평가 강화(계량평가와 과정평가), 

유관사업의 장점 수용,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 중요성이 높은 사업은 추진체계 부문에 집중됨

○ 이것은 현재의 추진체계/협력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원체계, 추진체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음을 의미함

○ 현재로서는 추진체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가능해져야 나머지 다섯 가지의 

분석기준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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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체 선정체계의 변화 ↔ 시민 문화예술교육 브랜드 가치 제고 ↔ 지역사회 네크

워크 강화 ↔ 교육단체 데이터베이스 ↔ 유관사업 협력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체계가 개선되면 나머지 다섯 가지의 분석기준(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교육주체의 전문성, 교육대상의 확대,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공동체성, 피교육자의 협

력과 참여)의 탄력적 활성화가 가능함

3. 개선사업의 추진주체

□ 시민 문화예술교육 개선사업의 추진주체는 위의 <표 Ⅴ-3>과 같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모든 개선사업의 추진주체이며, 세부사업별로 지자체/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생활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지자체/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기인함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의 역할이 두드러짐

○ 둘째, 제시한 개선사항이 향후 3년 동안 진행할 사업(현재의 시민 문화예술교육체계의 

개편 이전까지의 사업)이므로 상대적으로 광역센터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모든 개선사업을 담당하지만, <표 Ⅴ-3>에서 제시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시기와 자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지자체와 광역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교육단체 간, 지역 예술가, 지

역사회 문화자원)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 지자체와 광역센터가 <표 Ⅴ-3>에서 

제시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야 함

□ 생활부문에서는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보,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개별적인 노력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교육단체 대상 교육 

참여, 공동교육/협력교육, 단체 간 멘토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

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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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의미

□ 연구는 2011년부터 본격화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임 

□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핵심가치의 상호관련성 추출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기준 

설정

- 분석기준은 대체로 일반적인 성과평가 지표의 모델(계획-집행-성과-환류) 원용

- 분석기준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그것의 효과임

- 분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민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함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 둘째, 일반 문화예술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자가 ‘시민’교육의 전문성, 다른 시민교육과 

다르게 교육자가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있어야 함 [교육주체의 전문성]

 ․ 셋째, 특정한 교육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교육대상의 포괄성]

 ․ 넷째, 예술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대상자가 주변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예

술적으로 표현하는 교육내용이 설정되어야 함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공동체성]

 ․ 다섯째,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주체와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상호 간의 협력

이 필요함 [교육방법의 소통/협력, 공동체성]

 · 여섯째, 유관기관 특히 지역기관 협력, 지역 내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함 [소통과 협력의 추진체계]

   덧붙여 추진 및 지원체계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 제고, 교육단체의 전문성 

제고, 교육대상자의 포괄성 확보,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보, 소통과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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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확보에 적합하게 설정되어야 함 [추진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 

 ․ 부가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

○ 시민 문화예술교육 운영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교육

주체와 교육대상자의 인식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

- 선행연구와 달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유관사업(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과 비교분석

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과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사항을 시급성, 중요성, 주체별로 제시하여 정책현장에서 연

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제시

2. 주요 연구결과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분석기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유관사업이 사업계획서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해보면 차별성이 나타남

○ 교육단체의 시민 문화예술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유관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주체의 성격이 다원화되었고, 단체의 성격별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최

소한의 전문성을 지님

○ 교육대상을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중년 남성, 20-30대를 문화예술교육의 

장(場)으로 편입시킴

○ 문화예술을 넘어서 일상 자체를 교육내용으로 삼아, 일상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켰으며 

복수(複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교육자의 선택권을 높임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가운데 시민 문화공간은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참여, 피교육자의 

협력이 활발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활발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임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총괄기관, 교육단체)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

려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임

○ 둘째, 지원체계의 탄력성(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교육내용, 시간, 방법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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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자유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보장됨

○ 셋째,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분석기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핵심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음

○ 교육단체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만한 전문성이 높지 않음

○ 교육이 서울/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지역 공동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형태에 머묾

○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참여, 피교육자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

○ 지역 내 문화자원의 활용이 제도화되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육 

단체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첫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됨

- 교육참여자는 다른 교육사업과 구분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군(群)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사회적기업과 시민 문화공간은 공통된 성과(교육주체의 전문성, 교육대상의 확대)를 

거둠

-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격이 강해서 지역 공동체의 실현, 피교육

자의 참여와 협력이 활발하지 않음

□ 시민 문화예술교육 성과의 지속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설정함

○ 첫째, 교육 관계자가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현재 교육체계 내의 개선)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동시에 수립해야 함

○ 셋째,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시민 문화예술의 확산)와 내실화(질적 성숙)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개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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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에 대한 재인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브랜드화, 맞춤형 홍보)을 통해서 

교육주체의 외연 확대

- 잠재적 교육단체, 현재의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다원성 확보

- 사회적기업, 공간확보 단체 이외에 새로운 교육주체를 발굴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다원성 확보

- 교육단체 간 공동교육/협력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 교육대상의 포괄성

- 교육지역을 서울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편재성(偏在性) 극복

- 기존 문화예술교육에서 배제된 계층을 교육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교육

의 외연 확대

○ 교육내용의 일상성과 지역성 확보

- 현재의 탈(脫) 장르 교육을 넘어서 인문학과 연계된 통합교육의 실현으로 시민성 발

현 효과 제고

- 지역 내 도립/시립예술단체 등 수준 높은 예술가집단과 협력하여 문화감수성 증진 효

과 제고

- 지역단위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성 확보

○ 피교육자의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 지원단체 선정에서 피교육자의 교육 주체 참여, 피교육자의 소모임 구성 시 가점(加
點) 부여

- 교육공간의 개방, 교육방법의 공개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외연 확대

○ 추진체계의 개선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의 변화로 새로운 교육주체 발굴, 협력교육의 제도화

- 맞춤형 컨설팅, 교육공간의 디자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같은 간접지원 활성화

- 계량 자료의 산출, 과정평가에 집중한 성과평가제도 도입

- 유관사업의 장점을 수용하고 유관사업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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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모든 현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실시

□ 시민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지 못함

□  분석기준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분석기준별 기술내용의 중복성(重
複性) 발생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틀을 바꾸기보다 현재 사업의 개선사항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둠

2. 향후 연구과제

□ 연구와 별도로 진행되는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분석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함

○ 연구의 분석기준과 컨설팅사업의 주안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컨설팅사업에서 개별사업별로 계량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시민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야 함

○ 상대적으로 시민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아니라 시민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사례분석 필요

□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야 함

○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특성화 사업․산업단지 사업만을 비교함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른 사업과의 비교분석이 요구되며, 나아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분석기준을 세련되게 구성하여 분석기준별 상관관계를 제시해야 함

○ 분석기준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기준의 위계설정, 관계성 기술 필요

- 예를 들어 교육주체의 전문성 확보에서 제시된 내용을 추진체계에서 어떻게 구체할 

것인지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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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산출함으로써 느슨한 형태의 분석이 아니

라 구체적 성과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분류체계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방향 수립

○ 이번 연구는 현재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민 문화예술교육

의 개선사항을 언급하는 데 그침

○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분류체계의 개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측

면에서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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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운영자 대상] 
ID

Ⅰ. 00님께서 속한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바, 만 20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  록 

1) 단체/기관명                                    

2) 단체 분류

(※하나만 응답)

① 생활 문화예술단체/기관
② 생활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
③ 문화예술인 연합회/협회
④ 지역 사회단체
⑤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⑥ 기타(                        )

3) 법적 성격

① 사단법인/재단법인
② 임의단체
③ 개인면세/과세사업자
④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⑤ 기타(무엇                        )

4) 창립년도             년   

5) 상근인력  (          )명

6) 주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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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①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초중등학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②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이외의 장소(복지기관, 군대,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산업단지)에서 이루어

지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 현재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진행 중인 세부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지기관(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예술강사 지원

② 범부처 협력(군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 산업단지 근로자, 방과 후 

청소년, 위기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③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지역문화시설, 단체와 연계)

④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사회적기업, 시민 문화 공간 지원) 

Ⅱ.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00님께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문화예술교육과는 구분되는 목표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목표와 기대효과가 동일하다
② 목표와 기대효과에서 유사한 게 더 많다
③ 목표와 기대효과에서 다른 게 더 많다
④ 목표와 기대효과가 전혀 다르다

문2. 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정책방향이 아니라 00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__), 2순위:(__________)

     ①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의 개발
② 창의성과 상상력의 개발
③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④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증가
⑤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교육/체험기회 제공
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⑦ 예술 사교육비 절감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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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명
                                   

  2)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까?             (          )년   

     ※ 2013년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1년이라고 적어주십시오.     

  3)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을 몇 명이 운영/진행하고 있습니까?        (          )명

     ※ 기획자, 강사, 진행인력 등을 모두 포함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4)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에는 몇 명이 등록하여 참여하고 있습니까?  (          )명

     ※ 사업(프로그램)의 평균 참여자가 아니라 등록한 인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5)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의 평균 참여자는 몇 명입니까?             (          )명

     ※ 사업(프로그램)의 등록자가 아니라 평균 참여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6)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의 지역 

              

                시/도                 시/군/구               동/읍/면

※ 사업지역이 동/읍/면 단위를 넘을 때는 시/군/구까지 적어주십시오

문3. 00님께서는 현재까지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복지기관(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예술강사 지원
② 범부처 협력(군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 산업단지 

근로자, 방과 후 청소년, 위기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③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지역문화시설, 단체와 연계)
④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사회적기업, 시민 문화 공간 지원)

문4.  00님께서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세부사업들(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 범부처 협력, 

지역 특성화, 시민 문화예술교육 등)이 목표,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통점이 더 많다 ② 차이점이 더 많다

Ⅲ.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의 일반현황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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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00님께서 속한 단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다음의 응답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__), 2순위:(__________)

     ①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의 개발
② 창의성과 상상력의 개발
③ 자신의 일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④ 문화예술을 통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증가
⑤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교육/체험기회 제공
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⑦ 예술 사교육비 절감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7.  00님께서 속한 단체에서는 사업(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주된 교육대상을 누구로 

설정했습니까?

① (인근) 지역 주민 일반
② (인근) 지역 내 특별한 계층 (누구:                                   )

문8.  교육대상자의 거주지(직장)은 사업(프로그램) 장소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교육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같은 마을(동네) ② 같은 읍/면/동
③ 같은 시/군/구 ④ 같은 광역시/광역도

문9.  00님께서 속한 단체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예술을 매개로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문 9-1번으로
②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 문 10번으로

문9-1.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경우,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양성
②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시민 양성
③ 일상생활을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할 수 있는 시민 양성
④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양성
⑤ 기타 (                                         )



부  록 ｜ 273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업(프로그램) 기획자, 진행자, 강사들이 시민 문화예술교육

을 추진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업(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

(기관, 단체, 인력, 소재 등)들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운영자, 강사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대상

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교육사업(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교육 대상자들끼리 협

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교육사업(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예술기능보다 교육 대

상자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을 연계하는 내용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교육사업(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내년도에 지원이 계속된다면,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8) 내년도에 지원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사업(프로그램)을 진행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육 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교육사업(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교육사업(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교육 대상자들이 자신

의 삶과 일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교육사업(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교육 대상자들이 주변

사람,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문10.  00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이 다른 문화예술교육과 다르게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 11번으로 ② 거의 그렇지 않다 ☞ 문 11번으로
③ 약간 그렇다       ☞ 문 10-1번으로 ④ 매우 그렇다      ☞ 문 10-1번으로

문10-1. 00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입니까?

 

문11.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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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00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 ② 약간 불만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13. 현재의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또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응답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__), 2순위:(__________)

① 사업(프로그램)의 목표와 취지를 명확히 설정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업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③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문의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④ 활동가(기획자, 강사) 교육, 컨설팅의 빈도가 많아지고 내용이 충실해져야 한다.
⑤ 더욱 많은 단체(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해져야 한다.
⑥ 행정서식 양식을 간소화해야 한다.
⑦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사업진행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⑧ 기타(                                         )

문14. 현재의 사업(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응답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__), 2순위:(__________)

① 예산지원에서 교육공간 조성, 관련단체의 전문성 확보 같은 간접지원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비전 설정, 인적자원 개발, 정책방향 등에 집중하고, 
개별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기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④ 지역 내(內) 다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유사한 문화예술정책사업들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⑤ 문화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시민교육, 평생교육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⑥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아닌 시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⑦ 기타(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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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학습자 대상] 
ID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바, 만 20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Q1.  00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00님의 나이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SQ3.  00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십니까?

       _______________ 시/군   _______________ 시/군/구   _______________ 동/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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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예술교육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0님께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의 주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②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문2. 00님께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약계층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②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문3. 00님께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 문3-1번으로
② 약간 알고 있다 ☞ 문3-1번으로
③ 처음 들었다 ☞ 문4번으로

문3-1.  00님께서는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예술을 매개로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문 3-2번으로
②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 문 4번으로

문3-2.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경우, 

시민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양성
②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시민 양성
③ 일상생활을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할 수 있는 시민 양성
④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양성
⑤ 기타 (                                         )

Ⅱ.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00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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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00님께서는 현재의 프로그램에 이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올해 처음이다 ② 지난해, 몇 년 전에도 참여했다

문6.  00님께서는 현재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 다음의 응답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__), 2순위:(__________)

① 지난 해(몇 해 전)부터 참여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어서
② 가족, 친구, 이웃이 추천해서
③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④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⑥ 집(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려서
⑦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7.  00님께서는 현재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 다음의 응답보기에서 해당되는 것 모두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이메일
② 인터넷 및 SNS ③ 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이메일
④ 가족, 친구가 알려주어서 ⑤ 학교, 직장에서
⑥ 동호회 모임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8.  00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까?

① 가족 ② 친구
③ 혼자서 ④ 동호회원

문9.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장소가 집(직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① 같은 마을(동네) ② 같은 읍/면/동
③ 같은 시/군/구 단위 ④ 같은 광역시/광역도 

문10.  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응답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_____), 2순위:(__________)

     ① 참여자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게 하려고
② 참여자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③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④ 참여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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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기획자, 진행자, 강사들이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추

진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기관, 

단체, 인력, 소재 등)들을 활용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운영자, 강사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참여

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교육 대상자들끼리 협력하

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예술기능보다 교육 참여자

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예술을 연계하는 내용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마을

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내년(來年)에도 프로그램이 계속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자고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육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소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육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력이 높

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육에 참여하면서 나의 삶과 일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높

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에 참여하면서 주변사람,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⑤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교육/체험기회를 제공하려고
⑥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⑦ 예술 사교육비를 줄여주려고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2. 00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 ② 약간 불만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