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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정책 배경

o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1항

- 지역문화발전 기본계획 수립

o 지역문화분권을 위한 은평 지역 역량 확인

o 주민 주체, 주민참여 정책 및 사업의 확대

o 은평 지역 민‧관 문화 거버넌스 조성의 계기

o 지역문화기본계획2020

- 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 구축

- 문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

지역 배경

o 문화 수요 및 욕구 증대

o 문화 현장의 문화 정책화 요구 확대

o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기대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은평 지역

시간적 범위 2018년 7월~ 2018년 11월

연구적용범위 2019년 ~ 202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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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3. 연구 방법 및 내용

4. 연구 성과 및 과제

방법 내용

현황 및 여건 분석

o 기존 연구 자료 분석

o 문화예술관련 문헌 조사

o 지역문화기반실태 조사

o 국내 문화정책 분석

개방형, 숙의형, 참여형 연구
o 공론장 개최 (포럼)

o FGI 실시 (참여인원 81명)

o 은평 지역 SWOT 분석 정리

o 지역‧전문가‧재단 공동연구
의제 도출

발전방안 연구

o 은평지역문화 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o 은평 지역 민‧관 문화 거버넌스 설계

o 은평지역문화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성과 이후 과제

- 시민참여 연구로 정책 및 과제 도출

- 지역, 전문그룹, 재단 공동협력 연구

-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최초 연구

- 민‧관 문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지역문화발전 5개년 계획에 기반하여 각 분야 별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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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1. 국내 문화정책 환경

O 각 정책 단위는 지역문화자치분권과 시민 주체의 지역문화역량강화 강조

O 지역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문화민관거버넌스 운영으로 문화도시 지향

<각 정책 단위 주요 정책 내용>

정책단위 내용 및 지향점

∎ 중앙정부

문화비전2030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지역문화진흥정책에서 지역문화자치분권 정책으로 변화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거버넌스 기초 마련 강조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계획2020

지역문화창조의 3대가치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

문화자치의 핵심 기반으로서 지역문화자치역량강화

문화자치분권을 위한 민·관 문화거버넌스 조성 및 운영 강조

∎ 서울시

문화도시시민 전략

지역문화자치기반은 시민(개인), 공동체, 행정의 협치 원리 적용

문화정책의 기본단위는 시민으로서 개인

행정주도의 공급형 정책구현에서 시민 참여형 정책 실현

시민문화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창조도시로 나아 감

5



제2장.  문화정책환경

2. 은평구 정책 환경

1) 민선7기 구정 비전과 목표

비전 북한산 큰숲내일을 여는은평

기조 소통 ‧ 상생 ‧ 융합

목표 주민이 주인인은평 통일의 상상기지은평 더불어 잘사는은평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내삶을 책임지는 은평

핵심과제

-주민소통으로

지역사회발전

-협치,협업으로

주민중심행정실현

-지역중심남북교류기반

조성

-평화통일대비선제적

인프라 구축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증진

-모두행복한교육환경조성

-공존·공생의지역경제

선순환구조확립

- 지속가능발전

생태계조성

-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균형발전도모

-촘촘한 복지로

든든한 은평 실현

-안전체계 확립으로

책임행정 구현

<민선7기 주요 정책 방향 및 문화정책 과제>

주요 정책 방향 문화 정책적 과제

주민참여와 주민 주체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지역,세대, 계층간의 불균형 해소로 지역문화균형발전 방안 모색

모든 분야 협업‧협치 시스템 강화 민·관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화역량강화

평화통일 화두를 지역특성화 정책으로 은평 특성화 문화 브랜드 구축과 컬처노믹스 육성

핵심과제 수행과 공존‧공생의 환류성 확대 새로운 지역문화공동체형성으로 문화(창조)도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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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3. 은평구 문화적 환경

1)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장르 숫자 관리‧운영

연고 단체

합창 5

- 단체와 협회 37개로 구청 등록제

- 공연관련 장르 전공자 중심으로 구성

- 은평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관현악 11

전통예술 3

문화예술협동조합 1

무용 4

밴드 3

연극 3

오페라 1

협회

미협 1

문협 1

향도사학회 1

사진작가회 1

꽃·머리예술회 2

37

구립예술단체 합창(구립 합창단) 1 - 유일한 구립 예술단 구청 예산 지원

- 매년 합창 공연 개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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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3. 은평구 문화적 환경

1)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장르 숫자 관리‧운영

상주예술단체
음악(전통) 1 -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지원

- 은평문화재단 관리‧운영

- 현재(2018기준) 연극 단체, 전통음악단체 활동

연극 1

2

일반예술단체

연극 11

- 자율적으로 운영

- 재정은 서울시 등 공모사업에 의존

미술, 디자인 13

공예, 꽃꽂이 7

음악(전통) 13

교육 3

기획 8

사진, 영상 8

무용 2

한복, 기타 1

66

총합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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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3. 은평구 문화적 환경

2) 은평구 시설 현황

(1) 공연장 및 창작시설 현황

시설명 성격 생활권역 운영주체 특징

은평문화예술회관 공공 응암 은평문화재단 전문시설

숲속 극장 야외 응암 은평문화재단 다목적시설

물빛공원 야외무대 야외 연신내 은평구청 무대기능 약함

연신내 음악정거장

(생활문화센터)
공공 연신내 국민대 운영정체성모호

불광천 수변무대 야외 응암 은평구청 무대기능약함

구파발 야외무대 공공 진관 은평구청 주민 활용도 증대

시립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 공공 수색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독자적 활동

<은평구 공연장 및 창작지원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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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3. 은평구 문화적 환경

2) 은평구 시설 현황

(2) 은평구 생활권 문화 공간 현황

생활권 문화공간 (108) 생활예술동아리(90)

1
진관, 불광

(진관, 불광1·2)
21

주민센터 3

14

1개 (음악)

도서관 6 3개 (음악·미술·공예)

복지관 2 3개 (음악·디카)

박물관 1

서울시 시설 4

기타(미디어 문고 공방 카페) 2 2개( 미술)

기타 3 5개 (음악·미술·공예)

2
연신내

(대조, 갈현1·1,구산, 역촌)
29

주민센터 5

23

1개(음악)

도서관 3 4개(미술·공예·만화·미디어)

복지관 3

마을예술창작소(생활문화지원센터)1 4개 (음악·공예‧문학)

청소년 3

평생학습관 1 9개 (무용‧연극)

장애인자립센터 1 2개 (음악)

기타(미디어 문고 공방 카페) 9 1개 (영상)

음악정거장, 작은공간 3 2개(음악)

3
응암

(응암1·2·3,녹번)
34

주민센터 자치회관 5

30

4개 (음악·춤)

도서관·문고 7 6 (무용· 공예

복지관 2 2 (음악)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2 3 (미술·음악· 기타)

청소년(서울시시설포함) 4 3 (영상, 춤, 음악)

산골마을드림 2 2(미술)

기타(공방·카페·사진·주민)12 10개(음악·연극·영상‧사진)

4
수색

(수색, 증산, 신사1· 2)
24

주민센터 4

23

4개(음악‧춤)

도서관·문고4 1개(음악)

복지관3 3개(연극)

서울시 시설 (음악창작지원센터)1 2개(음악)

시민공간 4 10개(음악·디자인·조각·전통)

기타(공방·카페·주민) 8 3개(음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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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4. 은평구 문화 및 관광 예산

1) 은평구 문화 및 관광 예산 추이

O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 및 관광 예산 괄목할 만한 증가(2.06%~2.73%)

O 2020년 은평구 문화 및 관광 예산 3%대 예상 가능

O 문화 및 관광 예산 3% 확보로 생활문화활성화와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시설과 콘텐츠 개발 사업에 예산편성 검토

<은평구 세출 예산 항목별 변화 추이(일반회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백만) 비중(%) 금액(백만) 비중(%) 금액(백만) 비중(%) 금액(백만) 비중(%) 금액(백만) 비중(%)

합계 420,000 100 480,000 100 526,000 100 552,000 100 642,000 100

일반공공행정 22,698 5.4 21,425 4.46 24,541 27,798 33,640

공공질서,안전 1,267 0.3 1,226 0.26 1,438 1,543 1,914

교육 8,586 2.04 8,594 1.79 7,117 8,853 10,698

문화 및 관광 8,671 2.06 9,408 1.96 12,006 2.28 15,483 2.80 17,571 2.73

환경보호 14,986 3.57 18,423 3.84 24,307 28,775 41,773

사회복지 241,874 57.59 289,706 60.36 316,357 321,955 376,548

보건 12,060 2.87 15,115 3.15 15,271 16,629 17,089

농림해양수산 794 0.19 938 0.2 918 973 894

산업･중소업 1,083 0.26 299 0.06 3,285 487 1,095

수송 및 교통 2,634 0.63 3,601 0.75 4,639 6,015 7,542

국토,지역개발 3,958 0.94 4,816 1 3,818 4,513 7,62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4,340 1.03 4,917 1.02 4,803 7,297 7,833

기타 97,047 23.11 101,534 21.15 107,493 111,672 117,772

은평구 재정공시 제1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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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4. 은평구 문화 및 관광 예산

2) 은평구 1인당 문화 및 관광 예산 규모
O 서울시 1인당 문화 및 관광 예산은 49,000원으로 확인됨

O 현재 은평구 1인 문화 및 관광 예산은 32,000원으로 25개 자치구 1인당 평균 12,000원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실제 은평구 주민이 느끼는 문화 및 관광 예산관련 체감지수는 낮음

O 따라서 은평구 정책과제별, 문화 및 관광 예산 분배의 현황 분석에 따른 문화 및 관광 예산 편성 방향을 검토 해야함

<인구 1인당 문화 및 관광 예산 규모(단위 천원)>

기준년도
행정단위
(인구)

본예산 총액 문화및관광소계 문화예술비율
인구 1인당

문화예술규모

2018

서울시(9,919,016) 27,503,757,620 486,453,427 1.77% 49

자
치
구

25개 11,706,983,670 130,739,891 1.12% 12

은평구(483,197) 567,000,000 15,484,000 1.54% 32

마포구(374,915) 471,922,000 24,386,000 5,17% 65

성북구(435,270) 556,080,212 19,411,263 3.49% 44

중구(125,445) 396,090,827 15,005,305 2.02% 119

종로구(164,257) 354,814,694 13,993,825 3.94% 85

서대문구 (312,141) 420,435,217 6,692,553 1.5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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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정책환경

5. 은평구 문화관련 조례

1) 서울시 자치구 문화관련 조례 현황
O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관련 자치 법규는 총 384개임

2) 은평구 문화관련 조례 정비
O ‘생활문화진흥조례’, ‘문화영향평가조례‘,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조례‘, ‘청소년문화예술진흥 조례‘, 

‘예술마을 만들기‘, ‘문화 도시＇등 다양한 문화정책 수요에 따른 신설 조례 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관련 조례 현황>

13

서울시 25개 자치구 문화관련 조례 현황

1 강남구 11 10 도봉구 21 19 양천구 16

2 강북구 20 11 동대문구 22 20 영등포구 17

3 강동구 15 12 동작구 10 21 용산구 17

4 강서구 13 13 마포구 11 22 은평구 18

5 관악구 17 14 서대문구 23 23 종로구 18

6 광진구 16 15 서초구 11 24 중구 14

7 구로구 17 16 성동구 15 25 중랑구 9

8 금천구 11 17 성북구 22

총 384개
9 노원구 11 18 송파구 10



제3장.  은평구문화발전의제도출

1. 은평구 SWOT 분석

강점(S) 약점(W) SW

<자발성, 자생성, 자율성, 창의성>

∎축제를비롯한다양한시민주체 활동활발

∎국‧시립문화시설보유

∎자생적민간문화공간‧프로그램활성화

∎시민사회네트워크기반조성

∎마을공동체기반확보

∎자발적도시재생성공사례

∎시민참여운영자치성기반공고

<하드웨어‧전문시스템부족, 정책비전미흡>

∎문화기반시설등하드웨어부족과 노후화

∎문화정책의미흡으로인한지속가능성미약

∎공간운영및프로그램의전문성, 완성도낮음

∎정보및네트워크의질적담보미흡

∎문화기반및활동의지역분포도쏠림현상

∎관성화된지역활동의한계

∎개인의헌신에의존

∎문화시설및공간노후화개선

∎지역문화종합정책수립으로

체계적인지역문화활동전개

기회(O) 위협(T) OT

<거버넌스지향성높음, 지역문화 플랫폼구축용이>

∎은평문화재단설립

∎국립한국문학관유치

∎국‧시립시설과의연계분위기성숙

∎도시재생정책변화

∎서울시5%예산제실시

∎생활형SOC정책도입

<인구변화, 문화격차, 공동체성변화, 문화생태계교란>

∎인구이동에따른지역사회문화감성변화

∎기존공동체성의급격한균열

∎생활권역별불균형과문화격차발생

∎오래된공간의폐쇄성과정체

∎대규모시설건립에따른문화생태계교란

(국립한국문학관,종합병원,대형마켓등)

∎은평문화재단

지역문화플랫폼기능

∎지역,세대,계층간격차해소를

위한 문화정책및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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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1) FGI 구성

제3장. 은평구문화발전의제도출

다층 구성

A GROUP
공간
주체
콘텐츠

O 은평구공공기관 및 시설
O 서울시 기관 및 시설
O 문화예술공간, 콘텐츠, 축제
O 문화예술활동가
O 생활문화예술참여자, 동아리

- FGI횟수 : 31회

- 인터뷰 : 81명

- 연구자 : 6명

- 진행 : 4명

- 총 인원 : 91명

2018년 9월27일 ~ 11월12일

B GROUP
거버넌스
자원
다문화

O 마을 미디어, 다문화 사업
O 지역언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O 구 의회‧행정, 은평시민사회단체
O 은평문화재단

15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2) FGI 요약

제3장. 은평구문화발전의제도출

구분 인터뷰 내용

∎ 기관‧시설

국‧시립기관,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및시설

O 지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다양한 네트워크 마련

O 은평구내 거버넌스 플랫 폼 구축

O 은평구 소재 정부 및 서울시 공공기관 협력 과제 마련으로 지역 자산화

∎ 주체(인력)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작가

O 새로운 문화예술 인적 자산 발굴과 지원 정책 마련

O 전문예술단체 예술가와 생활문화예술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구분

O 연고예술단체, 상주 단체, 문화예술단체 운영 원칙과 활성화 정책 마련

O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공동체 성 형성을 위한 문화자원 투입 및 지원

∎ 공간

소규모 공유 공간, 민간 문화예술 거점 공간

O 매력적인 공간 발굴과 안정적 지원

O 공연시설, 공간의 빈곤, 노후와 접근성의 문제 해결(장애인 등)

O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역 문화공간 지원 확충

O 미래 자원 육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문화공간운영 활성화

O 은평 지역 공간 등 문화기반실태조사 매년 실시하여 문화 전망 구체화

∎ 콘텐츠

축제, 마을미디어, 독립출판, 독립서점, 공예

O 다양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콘텐츠 개발

O 독립출판, 독립서점, 공예 등 메이커스 활동을 통한 자생적 네트워크 활용

O 축제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역축제 총괄 추진단 마련

O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문화예술단체의 지역 사회적 협력 사업 검토

∎ 거버넌스

의회‧행정, 도시재생, 문화예술위원회, 은평문화재단

O 각 세대별 정책, 세대간 교류, 결합 정책 마련 필요성

O 주민 참여제 문화예술활동의 완성도 제고

O 정책일관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조정 필요

O 민관문화거버넌스 조성 적극 추진 (행정, 민간,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O 다양한 세대 공존을 위한 융합 통합적 문화정책 마련 16



1. 은평지역문화발전 체계

제4장. 은평구문화비전과방향

∎

∎

∎

∎

∎

1) 중앙정부문화정책의

흐름및은평구의대응

2) 서울시문화정책의흐름

및은평구의대응

3) 은평구민선7기구정목표

1) 문화활동의다양화

2) 참여형생활문화활성화

3) 플랫폼의다양화

4) 통섭, 융합

1) 은평뉴타운이후사회

인구적변화

2) 지역재생

3) 문화도시

1) 문화기반환경

2) 문화자원

-공간/주체

-문화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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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종합계획 설정

1) 영역별 전략 단계

제4장. 은평구문화비전과방향

‧

O 시민문화활동양태조사

(케이스스터디)

O은평지역문화공간정보구축

기본조사

O거점문화공간조성및지역문화

특성화

O은평문화향유실태조사

O문화콘텐츠특성화지원

O 은평문화예술위원회위상제고

O 민관문화거버넌스구성 TF

-시민문화증진프로그램기획

-시민주도일상문화프로그램기획

-은평시민축제위원회재구성

-생활문화활동주체형성

-시민문화프로그램공모

- 문화공간협력‧협의네트워크구축

-은평문화활동조사

-은평문화콘텐츠생산

현황조사

-은평문화예술위원회위상제고

소위원회구성운영

–제2기은평구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과연동

-은평지역문화혁신정책연구

네트워크구축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구축

-지역별특성화조직네트워크구축

-주민자치회시범동사업

18



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로드맵 설정

제4장. 은평구문화비전과방향

‧

O시민문화활동지표개발 O문화공간플랫폼구축
O문화콘텐츠정보공유

O플랫폼구축

O문화정책연구거버넌스활성화

O협력기반은평시민대학운영

O지역공공사업주민참여사업에있어

문화적영향조사

-시민문화증진프로그램기획

-시민주도일상문화프로그램기획

-은평시민축제위원회재구성

-생활문화활동주체형성

-시민문화프로그램공모

-문화공간운영정책수립연구추진

-생활문화시설협력체계구축

-은평문화콘텐츠생산‧유통

협의체구성

-문화적영향조사를통한

문화참여확대

-은평구정책영역전반의

문화적가이드라인형성

-소수자의문화표현,

문화참여인식제고

-은평문화예술위원회위상안정화

-지역정책공동연구

(은평협치추진단, 은평구 정책 연 구

단,은평문화재단정책연구소, 은평시

민정책주체)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활성화

-은평시민대학일상문화캠퍼스운영

-주민자치회동단위평생학습체계구축

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종합계획 설정

1) 영역별 전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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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은평구문화비전과방향

‧

O시민문화활동

실태보고서
O중장기문화공간정책수립연구 O시민일상문화만들기추진

O 동단위생활문화네트워크구축

(주민자치회,일상문화체계구축)

-지역특화

일상문화주체형성

-협력네트워크구축

-정책사업협의체구축

-공공문화공간운영시민참여제도화

-거점별문화공간조성

-기존문화예술시설활용지역특성화

-근거리형생활문화공간및콘텐츠지원

-문화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문화콘텐츠은평시민축제

-문화적영향조사를통한

문화참여확대

-은평구정책영역전반의

문화적가이드라인형성

-소수자의문화표현,문화참여

인식제고

-시민,행정,시민사회

협력적거버넌스

안정적구축

-시민사회문화관련 NPO

성장지원사업마련

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로드맵 설정
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종합계획 설정

1) 영역별 전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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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은평구문화비전과방향

- 은평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 문화거버넌스 추진 TF 구성

- 정책연구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별

특성화 조직 네트워크 구축

- 시민사회 문화영역 협력체계

구축

- 동 단위 생활문화생태계 구

축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단계
2019 ~ 2020

- 은평문화예술위원회

위상 강화

- 문화거버넌스 추진 TF

역량 강화

- 정책연구 거버넌스 활성화

-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별

특성화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 은평시민대학

‘일상문화캠퍼스’ 운영

- 공공, 주민참여문화사업

문화적 영향 평가

2단계
2021 ~ 2022

- 동 단위 생활문화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운영

을 매개로 한 시민 주도형

행정-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의 안정적인

구축

- 은평시민사회 문화관련

NPO 성장 지원 사업 마련

3단계
2023

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종합계획 설정

2) 단계별 구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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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은평구문화비전과방향

2. 은평지역문화발전 전략 종합계획 설정

2) 거버넌스 구성도

22

1단계

2단계

3단계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1. 지역문화발전5개년 정책 과제

23



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1) 문화유산, 예술진흥정책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통일박물관건립 O 유료공연확대

O 관람회원확대

(년15%)

O문화공간편중해소

O지역별거점공간

확보

O마을동아리는

마을이책임진다는

의식확산

O지역거점공간확보

O공동체예술가확립

O작가지명도제고

O예술가와지역사회

협업장려

민선7기
구정계획에따름

O국가정책과연동

O지역문화자료

아카이빙구축

O 공연장시설

고급화

O 관람회원

서비스강화

O조례개정통해공간

제공의무화

O기관제휴 (공간활용, 

프로그램제휴)

O프로그램개발및

운영지원

O시설제공인센티브

제도화 (조례개정)

~2024 ~2023

은평지역

문화유산정비

~2021

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019~2022

(조례개정)

~20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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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1) 문화유산, 예술진흥정책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1.. 기반시설구축
1. 문화재관리

보존시스템

1. 대공연장리모델링, 

신형설비도입

2. 편의시설고급화

3. 야외극장설비개선

(방음, 냉난방→민원회피,       

가동률제고)

4. 교육시설정비및확충

1. 공간개조지원

(지역편중해소)

1. 마을극장 (소극장) 

개조비용지원

2. 기업협찬활성화

(전담직원)

1. 부지선정

2.. 연구용역

3.  시민참여 콘텐츠

공모사업

1. 설계용역실시

2.예산확보

3. 리모델링자문단구성

1. 유휴공간

보유기관

1. 마을극장운영자원

(지역단체자생력) 

1. 예술가

지원

정책마련

1. 통일관련

콘텐츠연구 개발

1.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프로그램개발

1. 우수공연유치확대→ 

유료화전환→ 

자립도향상

2. 관객회원확대

1.  기획공연, 

전시확대

1. 문화재에대한

현재적인식

제고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지역

예술인단체

육성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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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2) 청소년 · 청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O스타크리에이터

의 산실

O엄선된 크리에이터

종합적, 집중적 지원

O청년 크리에이터

자립지원

O청년 활동가 거점

공간 마련

O상근 전문 인력

확보 (코디네이터)

O1인 1취미 갖기

확대 운영

O통합교육

확대

O세대, 계층간

통합교육

1. 광범위한 관계망 구축

→ 각종 정보 신속 제공

2. 크리에이터 자립하도록

삼각 지원 (창작 홍보 판매)

3. 성공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신뢰 형성-

다수의 창의적

크리에이터 집결지

작품생산 ‧유통

‧보급

1.상근인력 확보 통한

상시적 컨설팅, 지역

관계망 운영 -

동아리활동의 지역연계성

강화

2. 문화예술교육 정보망

구축 →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

3. 교사 및 프로그램 DB화를

통한 역량 향상

주민자치센터와

제휴 질적 향상

지원

~2022 ~2021 ~2020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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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2) 청소년 · 청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1. Digital lab 

(Hub시설이있는Hub공간

입주/시설지원)

1. 청년거리 조성

(건물주 협약, 창업지원)

1.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조례제정)

2. 은평문예회관 교육공간 및 설비 개선

3. 마을공동체 보유 공간 개선 지원

4. 교보재 및 장비 공유 센터 운영

1. 국제 경연 출전 지원 2.. 국제 전시 공모 지원

1. 학교 방과후

마을예술교육사업

과 연계

1. 메이커스활동활성화

(뜨개질, 리폼등)

2.생활밀착형

활동활성화

(도예, 공예, 원예, 한뼘화단, 

도시농업, 에코라이프

활동등)

1.. 교육청 혁신교육정책과

연계

1. . 청소년교육자들 재교육

2. . 민간전문가적극개입

청소년문화예술진흥 조례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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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3) 생활문화활성화, 여가문화정책 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O 생활문화 양적 확대, 질적 심화, 교육 병행

O 문화가 있는 공원

1) 기 조성 시설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2) 동아리활동 질적 향상

O 경제수익보다 지역

이미지제고가 목적

1. 생활문화지표 개발/조사

2. 상근인력 통한 상시적

컨설팅, 지역 관계망 운영 –

동아리 활동의 지역

연계성 강화

3.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민문화지표개발

4.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1. 취미

2. 동아리

3. 향유

4. 여행

5. 음식

6. 만들기등

스타일조사

주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1. 기조성시설문화활동

가능여부 조사

2. 문화활동 가능 공간 정비 및

시설 확충

3. 공원 활용한 생활문화활동 지원

1. 전문 업체와 유적지 활용

코스 상품화

2. 생활문화, 지역활동 견학

코스 개발

~2020 지표조사

~2021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020 

전수조사

~2021 

시설지원

~2021 ~2021 

공원 활용 생활문화정책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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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3) 생활문화활성화, 여가문화정책 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1. 활동 공간

2. 제반 장비

1. 축제 공간

확충 및 시설

개선

2. 축제 조직

상설화 및

활동 공간

확보

1. 작업공간 확충

2. 소요 장비 및

설비 지원

1. 교육 성격에 맞는 공간

2. 생활문화 센터 설립

1. 동네 거점

공원 조성

2. 평화 공원

정비

1. 북한산등반로 정비

2. 역사의길 (파발제) 

도로표지판 정비

3. 은평역사문화유산정비

4. 지역특화공간 명소화

1. 재단 보유자원 확보

2. 민간 유휴공간 확보

3. 행정 제도적 지원

1. 교육 콘텐츠

연계사업 질적 심화

2. 문화단체 예술인 지원정책

1. 방송문화미디어 거리 조성

1. 동아리

운영자

워크숍

2. 동아리

리더십

컨설팅

3. 강좌 강습

1.축제기획워크숍

이분화(초급/고급)

2.은평구 축제

연구

1. 시민문화 활동지표 개발

2.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1. 문화산책로 조성

1) 혁신파크~문예회관

2) 한옥박물관~현대문학관

~사비나미술관~한옥마을

~셋이서문학관~진관사

1. 은평시민대학 일상 문화캠퍼스 프로그램수립

생활문화진흥조례 문화의 거리조성조례, 관광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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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도서관 정책 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O 예술 향유를 저해하는 경제, 

사회, 문화 요인 제거

O 선택과 집중

지명도 있는 장애인예술가

육성 장애인 예술

인식전환 지역 내 활동 지원

O 지역 대표 도서관 설립

O 작은 도서관 위상 정립

O 신설 억제, 기존 도서관

내실화 지원 확대

1. 기존 시설 접근성 강화

2. 상시 활용 가능한

전용시설건립

3. 장애인 활용 시설 확충

1. 장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2. 인클루시브 아티스트와

장애인예술가연계

3. 엄선된 작가 집중 지원

1. 도서관발전계획 수립

- 노후시설 개선, 신규 건립

- 도서관 별 특성화

2. 대내 외 도서관 홍보 강화

(우수 사례 출판)

1. 상근 인력 인건비 지원

2. 동성과 유지, 확대

~2022 ~2022 장애인인식전환

지역사회 교육

~2023 엄선된 작가 집중 지원

~2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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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발전 5개년 정책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도서관 정책 사업

제5장. 은평구문화발전5개년계획

1.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자막보드 설치, 

전용 객석 확보)

2. 장애인시설내 문화 예술

공간 확보/시설개선

1. 장애인 창작 공간 확보

2. 창작 활동 장비 지원

1. 적정규모 유지 위한 운영지원

(임대비용, 기본설비, 수서 및

도서관리 비용)

1. 장애인문화활동 지원정책
1. 은평지역도서관

종합발전계획

1. 장애인 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1. 커뮤니티 프로그램

장애인
전문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1. 적정운영인력확보

2. 사업운영예산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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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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