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Ʊ ◯∟ ᒋԘ


 ԟ⻨ᾳ ᒋԘ

ʎ ◯∟ ᒋԘ
ㅇ 「↮ᷛጦ⹂↲⽓ᒃ」 6⁞(↮ᷛጦ⹂↲⽓Ҳᨆᆫ)ᶾתўⵆᷚ
↮ᷛϲጦ⹂җ␖ⵢ, ↮ᷛᒲ⪧ᢷὶંӎἎጦ⹂ᐊῲ, ጦ⹂`ᢤ↶
ⶓἲỲⵊᾓ↮؞ᷛጦ⹂↲⽓ ᨆᆫⴲẂ
ㅇ

1␖ ↮ᷛጦ⹂↲⽓؞ᓦҲ(2015-2019) ӪḮ ⵊҲᶾ ؞ᐆⵆᷚ
ᢚ`, ҫ ` ⹆ҫ ᒮ⹂ᶾ ᇌ▞ ᵌἪ၊ 5ल(2020-2024) ேᴶ
▂↲ⵎ↮ᷛጦ⹂↲⽓ ᘲῲ, ኗⱊ, ῲྣ, Ӫ ᨆᆫ

ʎ ᩳመ ⒃
ㅇ (؞ᓦᐗⶓ) 1␖᫊Ҳἲ⮷Ϯⵆӎ2␖؞ᓦҲᐗⶓἲ⃮ẗⵆᷚ,
Ҳ؞ϲࢢ▂↲ⵎ᫊՞ᒲᢚᶳӪῲጦϮҚἲⶓ᫋Ἢ၊ᨆဢ,
2␖᫊ҲᐗⶓӪᤦᕮӪ ல▊
ㅇ (1␖᫊Ҳ⮷Ϯ) லጢ↲⒢⮷Ϯ, ῲጦϮ⮷Ϯᅪⵗⵆᷚ
1␖᫊Ҳ⃪ẂӪ ᶾ૮ⵊὢᷚᕮ* ⮷Ϯ
* 43개 추진과제 중 이행 37개(86.1%), 대체이행 5개(11.6%), 미이행 1개(2.3%)

ㅇ (᫊՞Ҳᐆᷯ) ↮ᐗὢᵿ⪧ᢚᶳἲᘲၝ, ⶓ⺲5लேᴶ᫊՞ᒲ၊
▂↲ⵎ↮ᷛጦ⹂Ӯဖᢚᶳἲ ▊ᐉᴲῲཪᕯல᫊Ҳᶾᐆᷯ
ㅇ (ҚᨆဢӪ ) ῲཪᕯலᕮᤊᒲҲ, ᫊՞ᒲҲ, ῲጦϮ·ӮҲ ᴶᢚᶳὢ*
ⵗ`Ἢ၊ᐆᷯఊ2␖᫊Ҳἲᨆᆫ, ᶳጢⷿ(ῲཪᕯல·ῲᕯጦ⹂ᾚ),
᫊՞ጦ⹂ᕮᤊᾓ⦎၎(⹂), லϲૢ, ӣ⒛᫊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북문화벼리정책협의체’ 위원(시군 대표관계자와 지
역문화재단 관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서면의견수렴(자문)과 AHP조사 실시

TG XG T



 ⁰⒠ṇӏ ᗟ

ʎ ⁰⒠ ⺳Ԙ 
ㅇ (ὦ՚·ᢚ) Ͼᷪᒿ, ὦ՚Ͼ,* ↮ᐗቦ** Ἢ၊ᣋ⹊պὢᖃԢఆӎ
ὶἪ, ҫ ᾓᶾᘲီⵢᢚ`·↮ᷛ`ᕶ⮷ὢ⹂
- ᢚ·ҫ `ᕶ⮷ⵢḮᢚེẢᢤỲⵊ؞ᓦᣋ⹊ᓢᾓ*** ⴲẂ
- ᾚⵢᾚࢊᶾⵊ᷶ᨎ·ӎẗᕶᴶ , ᷶ᨎᴶῲᇋẂ
* 서부평야 중심 농촌마을 인구과소화 심화: 인구 감소 행정리 전북 전체 85%
** 지방소멸지수 전국 광역 공동15위(0.58),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저위험지역
*** 프란치스코 교황(부활적 서한) : “존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

<도민의 소득별 삶의 질 만족도>

<전라북도 지방소멸 위험지수>
1.0미만=주의,0.5미만=위험,0.2미만=고위험

<인구변화 온열점>

ㅇ (ҫ ·ᢞᶳ) ӎẗᶴંᾓἪ၊⒛लᶳᅎὢ↋,* Ẻཪᐦ, ⹃,
YOLO, ♊⹆ҫ, ↮Ϯઓ՛Ꮺᣋ⹊ӪᢤϮ♆Ӯᒮ⹂**
* 청년실업률 : 2012년 7.5% → 2016∼2017년 9.8% → 2019년 8.9%
** 유엔총회(2015) SDGs : ‘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대적 빈곤 해소, 문화·교육·젠더·주거 등의 상대적 빈곤 해소 목표

ㅇ ( ♆· ) Ṧ՛ὦ⃪Ꮺὢ 175ᆺታ(ᷞ 14.4% ↋Ϯ)ᶾⵆંᵿ
ᢚϮఆᶶἪࢆⷾḒᢚ၊ᕶᆢ ல၊ᢚ`϶ὢ⹂,* ⯚ẗὢ
Ѓ⁞ఊ՛Ϯᘲῲ(ⷯᫎ`⯚ẗ՛Ϯ)Ӫጦ⹂ᘲῲ(ᢚེὢὶંጦ⹂) ▂↲
* 사회갈등지수 : 1.88(OECD 평균 1.13), 전체 35개국 중 멕시코·터키에 이어 3위

ʎ ∛Ṉ ṇӏ  ⁷ట ⁰◯∟┏ԟṈဤᾳ ∛Ṉ џ Ԅ⒃
ㅇ ( ல) ⹆ҫᒮ⹂ᶾഞཪᢚጦ⹂ఊ⁞ီḮἎᢚⵊࢢẗὢᓣ
ఆᶢὶં⁞ီᅪ⒢Ҳ⹂ⵆӎ,* ᒃ ҲᨆᆫӪ⹆ᅆЃ⹂
* (가칭)지역문화기본조례를 제정, 기본조례 산하에 분야(문화유산·문화예술·생활
문화·문화산업)별 하위범주 조례를 제·개정하여 체계화 필요
TG YG T

ㅇ (ጦ⹂ᾚ ) ῲཪᕯலጦ⹂᷶ᨎ᷶ᢞἮῲ⒢᷶ᢞ1.2%(2019)ᶾ* ᕶӪ,
↮ᐗᕲպὢ↮ᷛጦ⹂ᾚ Ỳ؞ᅪ⓶྆ⵎᨆὶંẞဒ⬫ᐞ
* 전쳬 예산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 추이: 2016년 1.1% → 2019년 1.2%

ㅇ (▂↲⒢Ҳ) ↮ᷛጦ⹂ᾚὢᤒᆫఆ↮ᴸἮ᫊՞ὢᆼἪ(64.3%), ᫊՞ᒲ
⃪Ꮺ·ጦ⹂ⷲᾓ૮ⱊἲЄં↮ᷛጦ⹂▂↲⒢ҲᏦ՚▃
ㅇ (♆ᷛྷ) ᵿⵊጦ⹂᫊ᤒὢ↮ᷛᒲ၊՚▃ఆᶢὶἪ↮ᷛጦ⹂ὦဓὢ
ᇒलᵿఆӎὶἪࢆ, ὢḮӮဖఊ↮ᷛϲҗ␖Ϯᷚῲ
* 지역문화예술단체·법인 99개, 생활문화동호회 1,512개(2019.12) 활동
* 문화시설 조성 현황 : 323개(2019.12) 중 전주시에 70개소가 집중

ㅇ (ጦ⹂♆؞ᐆҗ␖) ጦ⹂♆ⵣẂὦ ல, ᾚ , ▂↲⒢ҲḮᷛྷᶾ
૮ⵊ↮ᷛᒲⷲ⹗ἲᕲᤋⵊҞӪ↮ᷛϲҗ␖Ϯᐊᣋ
- ጦ⹂♆Ẃᒲ᫊՞ⷲ⹗ἲⵗⵆᷚẂᒲ╊⃮؞ἲᤒ , ╊
 ▗⃮؞ᷚᕮᶾഞཪ᫊՞ጦ⹂♆ⷲ⹗ἲἎ⸃⹂
제도 ○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마련과 재정 기준 충족 제도 구축 및 재정확보는
하면서 지역문화진흥기관을 되었으나, 지역문화진흥기관
해당사항 없음
확보한 곳은 전주시 1개 지 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
역
역은 군산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재정
확보가 적고 진흥기관이 운
영되지 않는 곳으로 정읍시
와 남원시, 진안군이 이에
해당

제도×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재정 × 추진체계 ○ 제도 × 재정 × 추진체계 ×
재정은 기존을 충족하나 제
제도는 부족하나 재정이 기
도 마련이 부족하고 지역문
준을 충족하고 지역문화진흥
화진흥 기관 설립이 되어 해당사항 없음
기관이 설립된 곳은 익산시,
있지 않은 곳으로 무주군이
완주군, 고창군
해당

TG ZG T

제도나 재정, 진흥기관 모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곳은 김제시, 장수군, 임
실군, 순창군, 부안군

Ʋ ∛ࣷ ԟ⻨ᾳ ᦌ ᑪ ԟ


 ᦌ 

ʎ ∛Ṉ᎓⺯ ⃠ⷄ∛ᩳ

 ᤜὟק

ㅇ (ῲཪᕯல) ↮ᷛጦ⹂ⷲ⹗⁞ᢚ(2019)ᶾᤊῲཪᕯலંӿᷛ⒢ⵗ2Ỳ,
ጦ⹂ ·ጦ⹂Ế·ጦ⹂ⶓἎᷯᷛᶾᤊῲ՛5Ỳ؞။
ㅇ (᫊՞) ῲ⃪᫊ં 2015·2019ल(ᐊⱊ )⃮؞ῲ՛ 1Ỳ, Ḳ⃪՞Ἦ 2015ल
(ᐊⱊ )⃮؞ῲ՛՞ᕮ5Ỳᶾᤊ2019ल(ᐊⱊ )⃮؞ῲ՛՞ᕮ3Ỳ␖↮
ʎ ᎓⺯Ύ⚳ ڋᑳሣႃ ႀ
ㅇ (⁞ီḮҲ) ᒃᅎᶾⵊ⁞ီᅪᘲၝⵆᷚ⒢`ὦ↮ᷛጦ⹂⁞ီϮ
ఆᶶӎ,* 1␖᫊Ҳᨆᆫὢ⺲ᕲᵪᒲᒃ Ҳᨆᆫ**
* 장애인문화예술, 예술인복지, 거리예술, 지역서점,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 문화예술교육진흥계획, 예술인복지증진계획(조례), 장애인문화예술지원계획(조례)

ㅇ (ᕲᵪᒲᏪӮⷿ⒢՚) ↮ᷛጦ⹂ӮဖỲẾϮ՚·Ảᷯఆᶶӎ,*
↮ᷛጦ⹂ӮҲᶾⵊ↮ᷛጦ⹂ ᨆᆫӪẢᷯ؞ᐆᆶဖ
*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2015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
원협의회(2018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2017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지역서점위원회(2017년 설치, 조례 근거),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2018년 설치, 조례 근거)

ㅇ (லጦ⹂ᾚ ↋Ϯ) லጦ⹂᷶ᨎᕲᵪ᷶ᢞ( ᢚጢϾᢚ᫊῾)⃮؞
ὢ2016ल519ᶣẾᶾᤊ2019ल743ᶣẾἪ၊↋Ϯ, ῲཪᕯலῲ⒢
ὪᐆҲ᷶ᢞ↋Ϯᅎ(33.9%)ᓢঀἮ43.1% ؞။
ㅇ (ӿᷛ-↲▂⓶؞⒢Ҳ) 1␖᫊Ҳῲጦ⹂ᾚὢ2ЊᷮἪࢆ, 2019ल
⃮؞5ЊϮᤒᆫఆᶶӎ,* ӿᷛ-᫊՞ⷿဓᢚᶳ↋Ϯ**
* 지역문화재단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설립 중)
** 도재단-기초재단 협력체계, 광역·기초재단-시군단체대표·관계자·유관기관 협력
체계(예, 전주생활문화협의회), 시군대표자협의체(예, 전북문화정책벼리) 구축
TG [G T

ㅇ (ጦ⹂᫊ᤒ) ጦ⹂؞ᐆ᫊ᤒἮ 2014ल250Њᶾᤊ 2019ल312Њ၊↋Ϯ,
ᣋ⹊ጦ⹂ᤪ⤞ં2014ल4Њᶾᤊ2019ल27Њ၊⹃૮
ㅇ (↮ᷛጦ⹂⹊ே⃪⒢) ↮ᷛጦ⹂ὦဓἮ78ታὢᵿ(2017∼2019)ఆᶶӎ,
ᣋ⹊ጦ⹂᷶ᨎே⸦ં1,120Њ(2013)ᶾᤊ1,512Њ(2019)၊↋Ϯⵆᷮӎ,
⒢·ᒃὦ·ᢚ`؞ᶳἮ31Њ(2013)ᶾᤊ73Њ(2019)၊↋Ϯ

ʎ ట২ џ ᎓⺯⸀ύ Ԅ⒃ ẟ⺯
ㅇ (ጦ⹂ⶓἎҗ␖Ͼ) Ἳቢ(蜲聋)
Ӫே(纮)↮ᷛϲጦ⹂ᢚӮེᅎ
ὢ 2014ल  ⃮؞38.6%ᷮἪࢆ,
2019ल⃮؞җ␖Ϯ9.6%၊૮⯛
▃, லॻጦ⹂җ␖Ḳ⹂
- 8Њ՞ᕮҫẞ, ጦ⹂ᢚᶳ▂↲
ѢᨆϮ 2015ल19Ѣᶾᤊ2019ल
(ᐊⱊ )⃮؞125ѢἪ၊↋Ϯ, 
ᵇᏽӿᷛ♆⒢؞ᏽᐊ⃪ጦ⹂ᢚᶳᤎ Ѣᨆં2015ल29
Ѣᶾᤊ2019ल108ѢἪ၊↋Ϯ
G

ʎ ᎓⺯ᇗ ⨐ ∛Ṉᑷ

 ◯∟

ㅇ (ጦ⹂ல᫊Ḯጦ⹂`ல᫊ᾚᣋ) ጦ⹂⪧⹂↮ᷛ⁞ᢚᶳ,* ጦ⹂ல᫊⁞
ᢚᶳ,** ጦ⹂`ல᫊ᾚᣋᢚᶳӣϲ؞ᐆጦ⹂`↮ᷛᐊῲ▂↲
* 문화도시형 5개(남원·군산·익산·완주·정읍), 문화마을형 3개(진안·장수·임실)
** 문화도시 예비 지정 2개소(남원·완주), 예비 지정 추진(익산·군산·정읍·고창)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2개소(전주·군산)
TG \G T



  ԟ

ʎ ᎓⺯Ύ⚳ ᤸ⤷ԟ ◰ׇᾳ ԟ
ㅇ ( ல⺖Ꮶ⽏) ↮ᷛጦ⹂Ӯဖ⁞ီϮ
⒢ҲӪᒃ Ҳ⺖Ꮶ⽏**

ఆᶶἪࢆ,* ⁞ီ

*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25건, 문화예술 분야 시군 조례 127건
** 2015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조례」의 주요항목은 문화사업 지원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을 총괄하는데 한계

ㅇ (ጦ⹂ᾚ ᕮ ) 1␖Ҳ؞ϲࢢ┋᷶ᢞἮ↋ϮⵆᷮἪࢆ, ῲ⒢᷶ᢞ
૮ᘲጦ⹂᷶ᨎᘲ(1.2%, 2019)ὢῲ՛⮷(1.6%, 2017) Ꮶ
ㅇ (ўᑲࣺ᪒Ḯ↲⽓؞Ӯ) ᒃᅎ·⁞ီᶾⵊỲẾϮᤒᆫ·Ảᷯఆӎὶ
Ἢࢆ ⸃᫋` ẢᷯἪ၊ ↶` Ꮺ·Ӯ ўᑲࣺ᪒Ϯ ேఆ↮ ᴸἪ,
ல·᫊՞↮ᷛጦ⹂↲⽓؞Ӯ(ጦ⹂ᾚ)ỲӪᷛⵎᕮ
ʎ ᬷ∛Ṉ џ ᎓⺯Ԅ⒃ ᤜ
ㅇ (ῲ⃪ᐊῲ) ῲཪᕯல↮ᷛጦ⹂ⷲ⹗ⵗ↮ᨆંᪧⵆᷮἪࢆ,
ῲ⃪᫊ Ṧⵊᅦ᫊՞ⵗ↮ᨆϮ࢜ᴲ᫊՞җ␖⡚Ѻᐊᣋ
* (생활문화시설 수) 전주시 2015년 30개에서 2019년 111개로 증가, 5개 시는 평
균 9.4개에서 26.8개로 증가, 8개 군은 평균 7.6개에서 10.3개로 증가
* (공연장 가동일) 시는 200일이 넘은 반면, 군은 125.75일(2019년)에 불과
** 전북도는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 종합지수 값의 표준편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전주시는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종합지수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은 하위권

ᛸ⿔㎧㘏㚛  ᠗㛯ㅷ㠿㚛 ㉬㽐㎧⯿ ᗹㄿ 㹃㋧㶟㘏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지역문화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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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ጦ⹂⨚ᕮ ) ῲ⃪᫊·Ḳ⃪՞ Ṧⵆӎ, Ҳ؞ϲࢢ᫊՞
ጦ⹂ᕲᵪᶾ૮ⵊ⨚ϮᏦ⽏, ↮ᷛϲጦ⹂җ␖⹃૮
* (문화예산비율) 전주시 3.21%(2015년)에서 4.99%(2019년 기준)로 증가, 5개 시·군
2.48%에서 2.83%로 소폭 증가, 8개 군 1.52%에서 1.75%로 증가
* 완주군 문화예산 비율 2015년 1.02%에서 2019년 2.7%로 증가 : 지역문화현황
종합지수의 전국 순위가 전국 군부 5위에서 전국 군부 3위로 상승

* 전주시 제외한 기타 시(市) : 지역문화인력·단체, 시설운영(예, 공연장 가동일
2015년 296일→2019년 232.4일), 프로그램 수 등의 측면에서 활성화 미흡

ʎ ⬔ᩳᤜ⻄ḫ  ᾬ ᑪ ⒘Ῥᶣ

ሸ ᗛ

ㅇ (ጦ⹂Ҳ⯛ဓጦ ) 2018लலࢢᷞק⒢૮ⱊḮጦ⹂᷶ᨎӮဖ
Ծᨆᶾ ૮ⵊ Ꮶ⨚(me too) ⯛၊ᶾ ᫎⵆѺ ૮Ἷⵆ↮ ኩⵆᷮἪ,
ጦ⹂Ҳ⯛ဓ·␖ᒲᶾ૮ⵊⵗ`ὢӎ⒢Ҳ`ὦ૮ὢᕮᾚ
ㅇ (Ͼᷪᒿ૮Ἷ) ᾚⵢᾚࢊӮဖጦ⹂ᕲᵪⵗ↮Ế⒢ҲϮᆶဖఆᶢὶ↮
ᴸᴲ ❂၊ࢆ19ᶾഞᅦᣋҲ·ӎẗӮဖⅷϯ`ὢӎⵗ`ὦ↮ẾᏦ⽏
ʎ ᑗџᬷ

 ⛃┏ẛ ∛᧨ћᦌ ᗛ

ㅇ (ጦ⹂ᾚἪ၊ ↿) ጦ⹂ᾚ ᢚᶳ↿→Ꮺϲᷯᷛ ▃→Ꮺϲᷛྷ
΅ⵆ→Ỳ⢯⒢·؞Ӯᕮ →ᫎᢚᶳᾚỲ⢯ᴳᨊ⹆Ἢ၊↮ᷛ
ጦ⹂↲⽓↮Ϯઓ
* 전북도재단 사업유형(2019) : 문화예술사업 21개 중 공기관대행 10개, 공모 5개

ㅇ (Ꮺϲᷯᷛ ؞ᐆ ◖ᵫ) ጦ⹂᷶ᨎ⒢·ጦ⹂᷶ᨎὦ ↮`ὦ ⹊ேἲ
Ỳⵊ⒢Ҳ`ὦ↮Ếὢᕮ , Ꮺϲ↮ᷛጦ⹂؞ᐆ◖ᵫ
- ጦ⹂᷶ᨎᕲᵪᢚ`؞ᶳ·ᶳᶾ૮ⵊⵗ`ὦ↮Ế⒢Ҳᕮᾚ
* 문화 관련 협동조합이 2013년 기준 27개에서 2019년 기준 24개로 감소
TG ^G T

Ƴ 


 ጄⲷ
Ἃሇћ ሧിԻ  யᗣḏ ሇ૯
᎓⺯Ύ⚳

ћ⚳
ᑪ
ጄⲷ

제도·재정·추진체계·역량

ػᑷ
사람·공간·생활균형, 다양성

ᗜ᎓⺯
⒘ᾳ⹜ᬻ

혁신활동,사회문제해결,재생

G ᎓⺯ ⁰ᾳ ᶣ⁰⁜ ⺰ᕏ ᎓⺯ ⁰ ᾃ    Ǉ 
G ᬷ∛ Ṉ᎓⺯ڋᑳ Ԅ⒃ ѫ᧧ ∛Ṉ᎓⺯∛ᩳ ⲷ⅛Ⱃ⒃   ػⰤᩳ⅛ 
G ᎓⺯టᬷ ∛⁰ ᑪ ⺷ᦌ⺯ ᕓ ∛⁰ ѷ ᑪ ṣ∛⁰ ѷ ∛Ṉ ῏ᤜ

တ  ∛Ṉ ᤸ⤷ԟ ◰ׇᾗႷ ᎓⺯Ύ⚳ ڋᑳ ሣႃ
 ᎓⺯Ύ⚳ ⁷ట ሣႃ ┏ԟ⺯
 ᶣ⁰⁜ΐ ∛Ṉ᎓⺯ ⁰ ⺰ᕏ
 ᑗ՛ ႀ┏ԟ ◰ׇ ⺷ᦌ⺯
 ∛Ṉᾳ ՐՐᑗџ Ṉဤ Ѱ⺯

တ  ػ ିᷬᦌᾗႷ ∛Ṉ᎓⺯ڋᑳ Ԅ⒃ ᧧

တ
ᑪ
⁷

 ᎓⺯⸀ύԄ⒃ ᧧ẛ ∣⁜ టᷘ
 ṣ᩻⒘Ῥ ∛Ἣ ṣ᩻ΐᕐ∛ Ѱ⺯
 ᦌⰤൌ⁜ ᎓⺯ⷤ⁰ ⹜ᬻ ⺰ᤋ
 ᎓⺯ᬷᾳ ☄⺰ ⁜ػ ⺷ᦌ⺯

တ  ∛Ṉ᎓⺯ᇗ ⺷ἄ ∛Ṉᤇ⻧ᾳ ⹜ᬻ ᑷ
 ∛Ṉ᎓⺯ᾳ ᤇ⻧⁜ ћ⚳ ⺰ᤋ
 ᎓⺯ύᤋᾳ ᤸ⺷ ԟᬔ ⺷ἄ
 ∛Ṉ᎓⺯ᾳ Ԙ⁷⁜ ћ⚳ ⒘◷
 ᎓⺯⁜ ∛Ṉ ᤸ టᬷᙧഷ ⁷Ի
1) 전라북도 중기재정계획(2020∼2024) 기준, 2024년 전체 일반회계 78,163억원의 1.8% 적용, 1,407억 원 확보 목표
2) 지역문화현황 종합지수(2019) 값의 광역 단위 관내 기초자치단체 표준편차: 전북 0.8294, 전국평균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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ƴ ◯∟ ⁷ 
တ 

∛Ṉᤸ⤷ԟ ◰ׇᾗႷ ᎓⺯Ύ⚳ ڋᑳ ሣႃ

  ᎓⺯Ύ⚳ ⁷ట ሣႃ ┏ԟ⺯
◆ (ᐞҫ) ♆Ḯᕲպᶾⵊ↮ᷛጦ⹂♆᫊૮Ϯᓦҗ⹂
◆ (▂↲ᐗⶓ) ጦ⹂♆Ỳⵊ ல(⁞ီ·Ҳ)ᅪ⒢Ҳ⹂ⵆӎࢢ⹂ᅪ▂↲
ʎ ∛Ṉ᎓⺯ ႛ ┏ԟ⺯ẛ ⁷టᾳ ѷ
ㅇ (⁞ီ⒢Ҳ⹂) ኖᒃ(母法, ጦ⹂؞ᓦᒃ)ӪⵆỲᒃἪ၊⒢Ҳ⹂ఆᶢὶં
ጦ⹂ Ӯဖ ᒃ ⒢Ҳ⒆ ↮ᷛጦ⹂ᅪ ┋Ӳⵆં (Ϯ♛)↮ᷛጦ⹂؞ᓦ⁞
ီ
ἲѮ⦎ⵆӎ, ↮ᷛጦ⹂ᒂ⃪ᒲ၊⁞ီ
ጦ⹂⁞ီᅪ⒢Ҳ⹂

ἲ▂↲ⵆᷚ↮ᷛ

- ᒃᅎᶾⵊ⁞ီ, ῲཪᕯலᏦ྆ᘲῲӮဖ⁞ီ, ῲཪᕯல↮ᷛጦ
⹂↲⽓ᶾⴲẂⵊ⁞ီ, ጦ⹂ӮဖⷲᴶӮဖఊ⁞ီ
▂↲*
- ♆ᒃ

⦣Ὢἲӎဒⵆᷚ⁞ီЊ ᏽ

▂↲**

* (제정 필요 조례 예시) 문화예술계 성폭력·성차별 관련 조례, 재해재난 대응
문화예술계 지원 관련 조례, 국제문화교류 증진 관련 조례, 동학농민혁명 역사
적 자산 보전 및 계승 관련 조례, 공연예술 진흥 관련 조례 등
** (문화콘텐츠산업육성 조례) 콘텐츠정책 시행 근거와 산업육성 전담 출연기관
설립‧운영 근거 모두 포괄, 기존 조례에서 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일부개정과 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의 신규 제정 추진(타 시도, 콘텐
츠산업 육성 조례와 별도로 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시행)

ㅇ (⁞ီЊ ) ᓣఆᶢὶӎᢚጦ⹂ఊ⁞ီᅪ⦣ⵗ⒢Ҳ⹂ⵆӎ, ᢶၛ
Ѻ
ఊ⁞ီḮ ⹆ҫᒮ⹂ᅪӎဒⵆᷚⵛီ⁞؞ኗӪᤦ
ᕮ↮♖ ⵗὢ* ঀல။Њ ▂↲
* (예시) 문화예술진흥조례 별지별표서식 내 보조금 사용처 명기, 전북문화관광
재단으로 이관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관련 규정(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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ʎ ∛Ṉ᎓⺯ ᓰ⁰ԟ⻨ ᩳመ ῏ⷤᆻ ⁷Ի
ㅇ (Ҳ⒢Ҳ⹂Ḯⶓ᫋Ҳ) ↮ᷛጦ⹂↲⽓ҲἲἪ၊ᒃ·⁞ီᶾ
ⵊⵆỲᒂ⃪Ҳἲ⒢Ҳ⹂ⵆӎ,* ᫊՞ӪᏪϲҚἲⶓ᫋Ἢ၊
ᐆᷯⵆᷚல᫊Ҳἲᨆᆫⵆӎⶓ᫋Ҳᨆᆫἲ ல⹂**
- ┋ӲҲἪ၊ᤊ↮ᷛጦ⹂↲⽓ҲᐗⶓἲⵆỲᒂ⃪ᒲᒃ Ҳᶾ
ᐆᷯⵆӎ, ᨆᆫ᫊؞ᅪ↮ᷛጦ⹂↲⽓Ҳᨆᆫὢ⺲၊⁞ Ѯ⦎***
* 지역문화진흥계획 비전체계에 맞춰 하위범주 계획 수립
** 시군 제안사업의 법정계획 반영, 시군·문화단체관계자 참여 법정계획기획위원
회 도입, 계획수립 절차와 의견수렴방법을 담은 (가칭)지역문화 관련 법정계획
수립 매뉴얼(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 구상
*** 2차 기본계획(2020∼2024)의 ‘지자체 계획 수립 효율화’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ㅇ (ᒃ Ҳ⹆ᅆ) ᒃ Ҳὢဓ ӎḮࢢ⹂ᅪỲⵆᷚᒃ Ҳ
ὢ⣊ᅪ῾ѮⵆӎЊᤎⵆં⹆ᅆ⒢Ҳᅪᆶဖ
- ⵗ⮷ϮṦᶾᷞ␖⮷Ϯ▂↲ᐗᴶἲᆶဖⵆӎ, ὢ⣊ḮЊᤎҲ
ἲ ⵆᷚ (Ϯ♛)‘ῲཪᕯல ↮ᷛጦ⹂ⷿဓỲẾ’* ંᒃᅎᶾ 
ⵊỲẾ(ⷿ⒢)ᶾᓢӎⵆંᐗᴶἲ▂↲
- Ҳὢ῾ѮӪЊᤎ४ᅪỲⵊҲᒲὢ⮷Ϯ⦎၎▂↲
* 광역단위 지역문화협력위 설립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추진

ㅇ (3␖᫊Ҳ⁞؞ᨆᆫ) 1ल␖ᶾҲὢᨆᆫఆᶢҲ؞ϲὢ4ल(2
∼5ल␖)Ἢ၊ᶢೊંጦ * ⵢҞἲỲⵢ2024लᶾҲᨆᆫ▂↲
* 계획의 1년차 사업(과제)은 계획의 수립과 기존 사업의 추진만 포함
* (일정) 2차 시행계획 평가와 시군 계획방향 수렴(2024.06), 3차 시행계획 수립
연구(도·시군 개별 추진, 2024.07∼12), 3차 시행계획 발표(문체부 제출)(2025.01)

ʎ   ⚷⺯⁜ ∛Ἣ⁷ట ሣႃ
ㅇ (ᓢ⁞ லЊᤎ) ⷲᾓẂ՚ᅪᐆᷯⵊᓢ⁞↮Ế லЊᤎᴶἲ
ᆶဖⵆӎ, ᕮ↮♖ᒮҫἲẂ⒛ⵖӪே᫊ᶾ↮ᷛ லᆶဖ
- ጦ⹂᷶ᨎ ᕲᵪ ᓢ⁞↮ Ế ல Њᤎ ᏽ ῲᕯ⸃ ↮Ế ல ᆶဖἲ
ỲⵊᏪ·Ӯⷿ⒢ᅪ՚·Ảᷯ, ↶` லᆶ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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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사업유형에 따라 정산이 없는 지원(일반 예술육성 지원) 또는 인건비
지급가능(프로젝트형 사업), 사업위탁 시 위탁수수료 등 세부 제도(지침) 마련

ㅇ (↮Ếӣ ⹃ᓢ) ጦ⹂᷶ᨎ⹊ேᶾ૮ⵊ↮Ếᢚᶳӣ ἲ
⹃ᓢⵆ؞Ỳⵊ லᅪᆶဖⵆӎ, ӣ ⣊ᅪ῾Ѯⵆં⒢Ҳ՚▃
- ῲᕯ⸃ጦ⹂ᢚᶳ↮Ếӣ ⹃ᓢᐗᴶἲᆶဖⵆᷚ* ኖᢚᶳἪ၊
⹃૮·᫊ⵆӎ, ᢚᶳἎ⸃ᒲӣ ⣊ᅪ⫺ᴳⵆᷚ ᶾᐆᷯ
* 사업유형별 공정성 제도 및 부정수급·부정행위 대응 매뉴얼 발간 추진

ㅇ (⦣ⵗ·ᕮጦᒲ⛖ᤒ⫳) ᢚᶳࢢ⹂ᅪỲⵆᷚӿᷛỲ⦣ⵗ* ⛖ᤒ⫳
↮Ế⒢Ҳᅪ՚▃ⵆӎ, ᢚᶳἎ⸃ᒲ⛖ᤒ⫳ἲᤒ(on-off) ↮Ế**
* ‘계획-실행-지원·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컨설팅 지원 : 사업 분야별
개별적 컨설팅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으로 추진
** 분야별 전문가(컨설턴트) 풀(pool) 구성, 사업수행단체·개인 요청 시 상시 지원:
대면 컨설팅 및 비대면 컨설팅 지원

ㅇ (↮Ế லጢ῾Ѯ) ↮ᷛጦ⹂ லϮᆶဖఊὢ⺲⺖ὢඖᶢ↮ўࢆ
ᢚጦ⹂ఊ லᅪ⫺ᴳⵆӎ, ⺖ᶾ૮ⵊጢ῾Ѯἲ▂↲
* 의무점검 제도 실행방안 마련 : 점검제도 목록, 의무점검 기간, 의무점검 절차 등

  ᶣ⁰⁜ΐ ∛Ṉ᎓⺯ ⁰ ⺰ᕏ
◆ (ᐞҫ) ՛Ϯᢚᶳ↮ᐗὢᵿᶾഞཪ↮⒢᷶ᢞ⮦Ӫ ᶾᤊ⺲ᨊỲ၊ὦ᫋
ఆӎὶં↮ᷛጦ⹂Ӯဖ᷶ᢞᴶ `ὦ⹃▗ὢẂ
◆ (▂↲ᐗⶓ) ᴶ `ὦጦ⹂ᾚ ⹃ᓢᅪỲⵊ லḮ⺖⹂ᐗᴶἲᆶဖ
ʎ ∛Ṉ᎓⺯ ⁰ ⺰☄ ∛Ṉ᎓⺯∟⿀ڋ٣ ⺷ἄ
ㅇ (ᾚ ኗⱊᤒ ) ல·᫊՞Ҳ؞ϲࢢጦ⹂ᾚ ⹃▗ኗⱊᵏἲᤒ
ⵆӎ, ኗⱊ૮ᘲலᅪᷞ␖ᒲ၊῾Ѯⵆᷚ૮Ἷ
- லኗⱊ(ῲ⒢᷶ᢞ૮ᘲᘲ) : ῲ՛↮⒢⮷(1.6%, 2019ल)ἲ*
␦⁞ⵆᷚ2␖؞ᓦҲኗⱊ(1.8%, 2024ल)ᅪலҲᶾ`ẗ**
* 지방예산 대비 문화 분야 비율(전국평균): 1.4%(2015)→1.6%(2017)→1.6%(2019)
** 2차 기본계획 목표 : 2019년 1.6%→2024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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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ጦ⹂↲⽓⹊؞ẗ) ↮ᷛጦ⹂↲⽓؞ᶾᤊᐊᣋఆંὢᨆέἲ
↮ᷛጦ⹂↲⽓ᶾ⹊ẗⵆ؞Ỳⵆᷚ* `ᆫኗⱊᵏἲ⁞ , ᐊᣋⵆંὢ
ᨆέἲ᫊ⷲⵊᴶ(᷶, آᾚࢊ)؞ᶾᢚẗⵆંᐗᴶἲᆶဖ
* 2019년 말 현황 : 조성액 29,164백만 원, 2019년 발생 이익 322백만원 (이자수
입 전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외 추가 적립금은 없음)

ʎ

Ἣᾳ ିќ⺯ẛ ∬ⷤᾳ ⼃ᾃ⺯ ◯∟

ㅇ (Ⳳ၊ኖ᥆Ѓ⹂) ῲᕯጦ⹂ӮӿᾚࢢⳲ၊ኖ᥆ῲૢ⁞↯ἲ՚ⵆӎ,
ல␖Ếⵗ⭮ഗᐗᴶἲᆶဖⵆ, ጦ⹂⺲ẾᏪӮ⁞↯ᤒᆫἲ▂↲
ⵆᷚ* ↮⒢·᷶ᨎὦ·؞Ӯጦ⹂ᘲ⓷↲ӣேᢚᶳ▂↲
* 메세나단체 전국현황 :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의회

ㅇ (ጦ⹂ᾚẾ ᐊբ) ጦ⹂᷶ᨎ ⹊ே Ӯဖ ᾚẾ⹃ᓢᐗᴶ(⡚ཪẞೊ ⭮ഗ*,
ቂᤦࢆ, ⺲Ế) ᆶဖⵆӎ, ᢚӪᓢᢚᶳ(SIB)**  ᾚẾ ϯ⹂ᅪ
Ỳⵊ ᕮҲ(2␖؞ᓦҲ)ᶾᤎ `Ἢ၊૮Ἷ
*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크라우드펀딩 연계 지원 등
** SIB(Social Impact Bond) 민간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성과를 구매(사회복지 분야 등과의 연계 조례 제정. 문화 사업 발굴)

ㅇ (ᾚ ↿⺖⹂) ӣኖ⸃᫋ጦ⹂ᾚ ↮Ếᐗ᫋ἲῲቢ`Ἢ၊
Ѯ⦎ⵆӎ, ጦ⹂ᾚ  ⺖` ↿ἲ Ỳⵊ ⁞ᢚᷞ՚ᅪ ᨆⵆᷚ ↮
Ế·Ӯᆚ⒢ҲϮЊᤎఆல။०ဓ
ʎ ᎓⺯ ⁰ Ⱃᦌᾳ ᑗ⅗ᦌ Ύᾃᦌ ⁷Ի
ㅇ (᷶ᢞ⮦Ꮺϲ␦ᷚ) ῲᕯ⃪Ꮺ␦ᷚ᷶ᢞỲẾᶾጦ⹂ᕲӪϮᤒ♆ఆᶢ
↶`Ἢ၊Ảᷯఆல။ӮဖᕮᤊḮⷿဓⵆӎ, ῲᕯலḮጦ⹂؞Ӯϲ
᷶ᢞⷿ⒢Ҳᅪ** ᆶဖⵆᷚጦ⹂᷶ᢞ⮦Ꮺϲ·؞Ӯ␦ᷚ⹊⹂
* 문화예산 수립 시, 도 실무부서와 관련 기관의 통합 예산협의 개최(상설화)

ㅇ (↮ᷛጦ⹂ҲҲᵫ) ↮ᐗὢᵿ⪧ᢚᶳἪ၊Ӯဖ᷶ᢞ⹃ᓢḮ
᫊՞`ẢᷯἲỲⵆᷚல-᫊՞ϲҲҲᵫ ல* ᆶဖ
- ᫊·՞ં᫊·՞ὢᷞⵗⵆᷚल(多年) ϲ↮ẾὢⴲẂⵊᢚᶳᐗᴶ
TG XYG T

ἲᆶဖ, லᶾᤊᢚ·ᤎ ·ⷿᵫ⺲᷶ᢞ↮ẾӪ⛖ᤒ⫳↲**
* (한국형 계획계약)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 상급기관과 협약을 맺으면
정부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
** (일정) 계획계약제도 연구(2021), 계획계약 도입 및 시범사업(2022), 확대(2023)

ㅇ (Ỳ⢯·ᓢ⁞ᐗ᫋ῲ⹆) லᢚᶳἲ᫊՞▊·▊ᷞ؞ӮὢࢆᏪϲ⒢ᶾ
Ỳ⢯·ᓢ⁞ⵎҫẞᶾᢚᶳ૮ᨆᨆႺḮ⒢Ảᷯҫᘲᅪ↮Ếⵆဒં2␖
؞ᓦҲᶾᤎ `Ἢ၊૮Ἷ*
- ⷲᾓ♊⹂`ὦᓢ⁞↮ẾӪỲ·ᨆ⢯↮Ếᐗᴶἲᆶဖⵆӎ,
ῲᕯᓢ⁞᷶ᢞ⮦Ế♇ᏽҲ⒆ᆚ⃮؞ᒮҫѢ**

ᕮ·

* 2차 기본계획 : 지역문화재단 보조사업→위탁방식으로 전환(위탁수수료 지원)
** (변경예시) 특수목적(예, 장애예술인시설) 위탁·보조사업, 인건비·부대경비 가능
<참고: 사례> 장애인예술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장애인예술인은 식사가 가장 큰 문제다. 단체로 이동할 때는 식당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시설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돼 있는데, 문화예술 보조금은 인건비성 지출이나 단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장애인예술인전용시설 운영관계자 인터뷰 내용)
▶ (보조금사업 운영지침 변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
영지침’, 또는 ‘전라북도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지침 중 보조금 집행 요령: 단체
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 (전라북도조례 개정)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규정 변경, 장애인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일정기간 우선 사용 규정 신설,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규정 신설 등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ㅇ (↮ᷛጦ⹂ᾚ┋ᵏ᷶ᢞ ) ↮ᷛጦ⹂ᾚἲঀὢ؞Ỳⵆᷚ
↮⒢Ỳ⢯ᢚᶳ* Ὢᕮᅪ▊ᷞἪ၊↮Ếⵆં┋ᵏ᷶ᢞ ▂↲**
* 도문화관광재단 사업비 지출(2018) : 공기관대행 51%, 공모 18%, 자체 31%
** 공기관대행사업 중 일부는 출연금으로 편성, 일부는 유형별로 포괄 지원
<참고: 사례> 부산시의 부산문화재단 총액예산제 지원
▶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편성
- 2019년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등 8개, 2020년 메세나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 위탁사업비 내 무기계약직 인건비(16명)을 출연금으로 지원

TG XZG T

  ᑗ՛ ႀ┏ԟ ◰ׇ ⺷ᦌ⺯
◆ (ᐞҫ) ↮Ϯઓⵊ↮ᷛጦ⹂ᣋ⣊ҲᅪỲⵊ؞ᐆἪ၊ᏪӮⷿဓ⒢ҲϮⴲẂ
◆ (▂↲ᐗⶓ) ᫊՞ⷿဓỲẾ՚Ӫᕲᵪᒲⷿဓ⒢Ҳࢢ⹂▂↲
ʎ ∛Ṉ᎓⺯ Ӌᓟ१ ◰ׇ एᬿ⺯
ㅇ (ῲᕯ↮ᷛጦ⹂ⷿဓỲẾ) ᫊՞ᒲጦ⹂ᕲᵪ૮ⱊϮ␦ᷚⵆં↮ᷛ
ጦ⹂ⷿဓỲẾᅪᤒ♆ⵆӎ,* ↶`ẢᷯἲỲⵊ↮Ế⒢Ҳᅪᆶဖ**
- (؞ઓ) ᒃ Ҳ·⮷Ϯ, லᶳጢҲ, ல·᫊՞↮Ế·ⷿဓ
ᢚᶳ, ጦ⹂ᕲᵪ᷶ᢞ, ؞⢮ ጦ
* (설치방법) 기존 전북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환, 문화벼리정책협의체 전환, 지역
문화진흥조례 개정을 통한 전북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규 설치 등 검토
** 전북문화관광재단을 간사기관으로 지정, 사업지원·실무 담당
<참고: 사례> 문화정책벼리협의체
▶ (목적) 도·기초재단(3) 관계자, 재단 없는 지역은 재단관계자가 현장의견을 수렴하
여 대표 1인을 선정, 민간·기관 문화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
▶ (구성) 도재단 정책기획팀장, 3개 시·군문화재단 사무국장, 11개 시·군의 협동조합,
공동체 활성화센터, 민간단체, 문화정책연구소, 책마을, 지속가능협의회, 귀농귀촌
협의회, 문화의집, 문화예술촌 등의 대표 또는 관계자 등
▶ (역할) 문화정책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군 협력사업 논의 및 추진

ㅇ (ᕲᵪᒲᏪӮⷿ⒢) ᒃ Ҳὢᨆᆫ·᫊ఆંᕲᵪᒲ၊ᏪӮ 
ⷿ⒢ᅪ՚ⵆᷚ, ᒃ Ҳ·⮷ϮḮӮဖᢚᶳ⃪Ẃࢢẗἲ
ⷿⵆં૮ⱊ؞՚၊Ảᷯ
* (민관협의체 예시)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체(운영 중), 전북예술인복지증진
협의체, 전북문화시설협의체, 전북국제문화교류협의체, 전북생활문화협의체 등

ʎ ᎓⺯⨐ԟᾳ ┏ԟ⁜ ՛ሇẛ  ⁷Ր
ㅇ (ᕲᵪᒲ⁞ᢚ⦣Ҳ) ↮ᷛጦ⹂૮ⱊ↮ⱊᅪᤒ Ӯᆚⵆӎ, ጦ⹂ ᕲ
ᵪᒲ⁞ᢚ⦣ҲḮ ⦣Ҳኗ။ἲᤒ ⵆ⃪ᷚ`؞Ἢ၊⦣Ҳᅪ՚▃
- 2␖᫊Ҳᶾᕮⵗⵆં૮ⱊ⦣ҲᅪЊᐊ,
⹊ẗ,* ல⒢`Ἢ၊⁞ᢚ· ⦣Ҳᨆ↿
TG X[G T

ᕮ⁞ᢚ⃪Ẃ⦣Ҳᅪ

* 정부 협력 조사통계(예):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실
태조사, 국민여가실태조사, 예술인복지현황, 문화기반시설현황 등
** 자체 조사통계(예): 문화예술계 성폭력·평등 실태, 지역문화인력 노동실태 등

ㅇ (⦣ҲӮᆚḮᤊᘲ᪒) ↮ᷛጦ⹂⦣Ҳᅪ՚▃ⵆӎӮᆚⵆંῲૢ؞Ӯἲ
↮ ⵆᷚ,* ⦣Ҳӎல⹂Ḯ ⹊ẗἲỲⵊ(Ϯ♛)ῲᕯጦ⹂⦣Ҳⷿဓ
⒢Ҳᅪ՚▃ⵆӎ,** ᨆẂᇌ▒⸃⦣Ҳᤊᘲ᪒ ӣ***
* (전담기관) 전북문화관광재단 : 별도 조직 구성, 또는 전담인력 배치
** (전북문화통계협력체계) 전라북도(문화예술과)-도문화관광재단-전북연구원
*** (통계서비스) 문화통계·분석자료 공개와 시각화(정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연계)

ㅇ (ἻቢேỲ⦣Ҳ) ᫊՞Ỳ⁞ᢚ⦣Ҳᶾᤊᣋ⹊պጦ⹂⹊ேἲ
⹊⹂ⵆ؞Ỳⵊ؞ᐆἪ၊ἻቢேỲ⁞ᢚ⦣Ҳ၊ῲ⹆▂↲
- ↮ᷛጦ⹂؞ᐆᶾഞᅦ᫊՞ἻቢேἎ⸃⹂, Ἆ⸃ᒲ ᐗⶓᤒ *
* (전북 227개 읍면동 군집분석 사례) 지역문화 환경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ʎ ᎓⺯ⷤ⁰ΐႀ

᎓⺯ẛ Ṉဤ ⁷Ի

ㅇ (ጦ⹂ ὦဓᏪϲ⹂) ⵇ᷶↯Ӫᒲல၊ῲᕯல·᫊՞ᶾᤊጦ⹂ ἲ
ૢ૧ⵆંӣጢẾ(⫮ᾓ)ᶾᏪϲῲጦϮẗ⹃૮
<참고: 사례> 부산문화재단 관계자의 부산시 파견
▶ 부산시는 문화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과 행정근무 경험이 있는 부산문
화재단의 팀장을 부산시 문화정책비서관으로 영입(파견 근무 형식)
- 파견 근무된 팀장이 부산문화정책 수립에 적극 개입, 다양한 제도 개선 등 추진

ㅇ (ጦ⹂ ὦဓᷛྷ ӎ) ῲᕯல·᫊՞ᶾᤊጦ⹂ ἲૢ૧ⵆંὦဓἲ
૮Ἢ၊ῲጦӪጢᷛྷἲ ӎ᫊⢒ંԾἏ▂↲ᐗᴶἲᆶဖ
- ῲཪᕯலὦᾚЊᐊẾӪᷞҲⵆᷚጦ⹂ ᷞᨆⳲ၊ྖצẢᷯ
* 인재개발원·도문화관광재단·전북연구원이 협력, 유형·단계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ㅇ (᫊՞ ጦ⹂ᕮᤊᾓ ) ῲᕯல·᫊՞ᶾᤊ ↮ᷛጦ⹂ ἲ ┋Ӳⵆં
ᕮᤊᾓϲ ီ(·ⵆᐆ؞, ᷞ2)ᅪ `؞Ἢ၊Њ╊
-

ᕮ·↮ᷛ ӣἎ, ↮ᷛⷲᴶӣே૮Ἷⷿ, ᫊՞ᷞҲᢚᶳᐊբ
TG X\G T

  ∛Ṉᾳ ՐՐᑗџ Ṉဤ Ѱ⺯
◆ (ᐞҫ) ↮`ὦ↮ᷛጦ⹂ᣋ⣊ҲᅪỲⵢᤊંᏪϲᷯᷛ⹊⹂ϮⴲẂ
◆ (▂↲ᐗⶓ) Ꮺϲᷯᷛ⹊⹂ḮᏪϲᷛྷ ӎᅪỲⵊ லᆶဖӪᢚᶳ↮Ế
ʎ ∛Ṉ᎓⺯ΐႀ ∛Ἣ Ṉဤ Ѱ⺯
ㅇ (ᵿ·ᐞ♆ ⹃૮) ῲᕯ ᇌ▒⸃ ὦဓᵿᢚᶳἲ ӎல⹂ⵆӎ, ጦ⹂ᕮ
↮ẾṦᶾல⒢ᢚᶳἲЊᐊⵆᷚ↮ᷛጦ⹂ὦဓⷲᾓᐞ♆⹃૮
- ↮ᷛጦ⹂ὦဓὦ⤢ *, ↮ᷛጦ⹂ὦဓῲૢ؞Ӯ(⳺ྙ⯪) ↮ **
* 문화부의 지역문화인력 배치사업을 활용,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인턴
제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 인턴관리매뉴얼·수료증·인턴월급을 지원
** (전담기관) 도문화관광재단 : 지역문화인력 통합관리, 수요공급 충족 플랫폼 기능

ㅇ (ᷛྷЃ⹂ ԾἏᷞᨆ) ῲጦὦဓ ጢᷞᨆᅪ ␦⁞ⵆᷚ* ῲᕯல·᫊՞
↮ᷛጦ⹂ὦဓᶾ૮ⵊᷛྷЃ⹂ᷞᨆ(ԾἏ)ᅪ ல⹂ⵆંᐗᴶᆶဖ
- ῲཪᕯலᇌ▒⸃↮ᷛጦ⹂ὦဓԾἏⳲ၊ྖצἲЊᐊ, ᷞᨆ▂↲**
* (사례) 체육지도자의 의무연수(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연수의무화
** (방안 예시)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연계(협력), 지역문화인력 연수프로그램 운영

ㅇ (⃪ᏪᇒЊὦဓ ⹃૮) ᫊՞ᶾᤊ Њᒲ`Ἢ၊ ▂↲ఆં ↮ᷛጦ⹂ Ӯဖ
⃪ᏪᇒЊὦဓ(ጦ⹂ὢᾓ·ᐆᾓ) ᢚᶳἲᅦ᫊՞Ἢ၊⹃૮ⵆᷚ▂↲
<참고: 사례> 완주군 문화이장, 익산시 문화반장
▶(문화이장) 2017년부터 추진. 13개 읍면 ▶(문화반장) 익산시 29개 읍면동 실거주
문화예술통신사로서 문화이장 선발
자를 대상으로 문화반장을 선발
-문화이장 주요활동: 문화예술소식 마을 -2020년 44명 임명(인구수에 따라 배분)
단위 전달, 군민문화수요조사 등
-월1회 반상회, 수요조사, 사업제안 등

ㅇ (⒆ẞЊᤎӪ ᨆ૧ )⃮؞ጦ⹂ὦဓ ⒆ẞᅪ Њᤎⵆ ؞Ỳⵊ ת၊⣊ᅪ
⁞ᢚⵆᷚЊᤎᴶἲᆶဖⵆӎ,* ↮ᷛጦ⹂ὦဓ⹊ேᶾ૮ⵊᓢ`
ⵊ⃮؞ἲᆶဖ**
* (사례) 보건복지부,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권고안 마련
** 문화인력·예술인 활용 시 수당기준이 없어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
TG X]G T

▶
-

<참고: 자문> 문화정책벼리협의체 위원 의견
지역문화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준 필요
문화예술강사 등 전문교육인력들의 강사비 현실화
지역문화인력 중 기획자의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문화인력의 직업군으로서 정체성 확보: 활동 및 경력에 관한 인증 시스템

<참고: 사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발표
- 호봉승급 시기, 시간외수당지급기준, 가족수당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경력 인정 기준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제7
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인정 등)
- 해당 연도의 보수 인상율 : (예시) 직종별 평균 4.3∼4.5%, 고위직와 하위직위 구분

ʎ ∛Ṉ᎓⺯∟⿀∜ መ ἏṜ एᬿ⺯
ㅇ (᫊՞ጦ⹂ᾚ ᤒᆫ) ᫊՞ጦ⹂ᾚ ᤒᆫᶾ ⴲẂⵊ ⦣ⵗ⛖ᤒ⫳(⁞ီ,
ᤒᆫᐗⶓ)ἲ ӣⵆӎ, ᤒᆫⷿḮ⢮૧Ѯ⦎·Ӫ * ↮Ế
*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ㅇ (லጦ⹂Ӯӿᾚࢢ⹂) ↮ᷛጦ⹂↲⽓ⵣ؞Ӯᶾᕮⵗⵆંᷛྷὢ
Є▞↮ல။⁞↯ῲጦ⹂*, ᾚ ↮Ế⹃૮, ӣϲ⹃▗**
* (조직 전문화) 팀 체계에서 전문성·독립성 강화된 본부체계로 전환
** (공간 확충) 법적 적정 업무공간 확보, 일상적 커뮤니티 공간 확보

ㅇ (ጦ⹂ᾚ↮Ế·ⷿဓ) ӿᷛӪ⓶؞ጦ⹂ᾚϲӣேጢⷿ⒢՚
ⵆᷚⷲᴶ૮ἿӪӣேᢚᶳἲ↲ⵆӎ, ᫊՞ጦ⹂ᾚ⹊⹂Ḯጦ⹂
ᾚᏦᤒᆫ↮ᷛᶾ૮ⵊ↮Ế▂↲
* 문화재단 국장급 참여 협의체 구성과 정기 개최, 연차별 공동계획 수립 등

ㅇ (ҫᷯ⮷ϮЊᤎ) ጦ⹂ ӣӣ⹃૮ᅪỲⵆᷚ↮ᷛጦ⹂Ӯဖ؞Ӯ
ҫᷯ⮷Ϯ↮ⱊ·ᐗᒃᶾ૮ⵊЊᤎᴶἲ* ᆶဖ, ጢᕮᤊḮ↮ⱊЊᤎⷿ
- ‘ጦ⹂ᘲῲ2030’Ӫ‘ᢶ᷶ᨎ ’

லЊᤎӪ ᅪ** ↮ᷛᶾ`ẗ

* (개선안 예시) 성과 관련하여 상향지표 방식에서 목표달성지표 방식으로 전환,
공공성 지표(일자리 창출, 포용, 격차 해소, 사회적 책임 등)의 적용 등
** ‘새예술정책’ 추진과제G : 공공예술지원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TG X^G T

ʎ ∛Ṉ᎓⺯ ᑗџୃ┏ ὼᦌ ⺷ᦌ⺯
ㅇ (ጦ⹂᷶ᨎ⒢·ᒃὦ ⹃૮) Ꮺϲ ⃪ல ↮ᷛጦ⹂ᣋ⣊Ҳ ؞ᐆἪ၊ᤊ
Ꮺϲጦ⹂᷶ᨎ⒢·ᒃὦὢ⹃૮ఆல။ᤒᆫӪ⹊ே↮Ế
- ጦ⹂᷶ᨎ⒢·ᒃὦᤒᆫኗⱊᨆᅪᤒ ⵆӎ*, ↮Ếἲ⹃૮**
* 민간단체·법인의 설립 목표 설정: 계획기간 내 100% 신규 설립(2019년 99개)
** (지원 예산) 비영리 및 전문 단체·법인 지원 연평균 7,765백만원

ㅇ (ᢚ`؞ᶳ·ᶳἏ) Ꮺϲጦ⹂᷶ᨎ⒢·ᒃὦ⹊ேὢ↮ఎᨆ
ὶல။ᢚ`؞ᶳ⹂(᷶, ⷿே⁞ⵗ·᥊ᒒ⒆)ᅪ↮Ếⵆӎ, ጦ⹂᷶ᨎὦ
ᶳ⹊⹂ᅪỲⵊⵗ↮Ế·Ӯᆚ⒢Ҳᆶဖ
- ጦ⹂᷶ᨎὦᶳ↮Ế, ᢚ`؞ᶳ⪧⹂↮Ế*, ᢚ`؞ᶳӪጦ⹂᷶ᨎ
ᶳԾᅆ·ⷿᶳ(ᶳ૮·ᐃེ·⛖⭪᪒), ⁞ᢚᷞ՚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컨설팅, 문화사업 참여, 공공기관 연계 교육지원 등
** (일정) 사회적기업 특화지원 전라북도 계획 수립(2021), 사업 지원(2022∼)

ㅇ (⁞ኖὲἏ) ↮ᷛጦ⹂ᵿⵊⷲᴶӪӮဖⵆᷚ‘⁞ኖὲ’ὢ⹊
⹂ఆல။↮Ếⵆӎ, ⪧⽶ॻ⓺↮ᷛᶾ↿ⵆᷚ↮Ế
<참고: 자문> 문화정책벼리협의체 위원 제안
▶ 정책의 발굴·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풀뿌리 추진체계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자조모임’의 육성 지원이 필요

ㅇ (↮⒢·ᾚᢚᶳᏪϲὢᵿ) ጦ⹂ᾚӪᏪϲ⒢ὢẾ⹂ఊ⒢Ҳᅪ
՚▃ⵆӎ, ᾚ↿⹂ḮᏪϲᷯᷛ▃ᅪⵢⵆ؞Ỳⵆᷚ०ဓ
- ↮⒢ᶾᤊᾚἪ၊ᨊỲ⢯ఊᢚᶳἲ* ᏪϲἪ၊ὢᵿ▂↲
* 도→재단→민간으로 단순 위탁되는 공기관 대행 사업을 이양(예시, 전북나우아
트페스티벌, 한옥경관상설공연, 문화이용권사업 등)
<참고: 사례> 충남문화재단의 직접 수행 공기관 대행사업의 민간이양 현황
이양사업
중고제 맥잇기
보부상 장마당놀이
이제는 금강이다
그랬슈(Great
to
See You)

사업내용
자문위원회 공연‧경연의 유기적 통합축제 개최
장터 보부상 공연, 체험, 문화마켓 등
금강유역 문화예술 탐방 등 5대 사업 추진
충남 전통예술인 등 우수레터포리 시군 순회공연
국내외 우수 예술단체와의 융합공연 추진

TG X_G T

민간단체
서천예술단체
예산 난전놀이
충남예총
예술인기획역량
사업, 공모

တ 

ػ ିᷬᦌᾗႷ ∛Ṉ᎓⺯ڋᑳ Ԅ⒃ ᧧

  ᎓⺯⸀ύԄ⒃ ᧧ẛ ∣⁜ టᷘ
◆ (ᐞҫ) ጦ⹂җ␖ϮὪᕮⵢఆӎὶἪࢆ, ↮ᷛ·Ҳ☣ϲҗ␖Ϯᷚῲ
◆ (▂↲ᐗⶓ) ጦ⹂◖ᵫ↮ᷛ↿↮ẾӪᵿ·↶җ␖ⵢᅪỲⵊ↮Ế
ʎ ᎓⺯♃ᷘ∛Ṉ ⱇ՟∛Ἣ ∬Ⅼ՛ሇ
ㅇ (Ἳቢே ጦ⹂ᓣ↮⒢Ҳ) ᫊·՞ Ỳ ጦ⹂җ␖ ⵢ ᶾᤊ Ἳ·ቢ·ே
Ỳ Ἢ၊ῲ⹆ⵆ؞Ỳⵊᷞ՚Ḯ Њᐊ▂↲
* 문화정책(실태조사, 문화시설, 인력) 최소단위 : 기초 시군구→읍·면·동
* (정책개발 예시) 사회복지전광판 활용 문화복지전광판 구축, 주민매개인력(문
화반장·이장) 읍면동 배치, 읍면동 유형 구분과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 등
<참고: 사례> 남양주시 사회복지전광판
▶ ‘한눈에 보이는 복지전광판’은 중앙정부 16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290여개 복지사
업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
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시
▶ 2015년 기재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예산에 의한 복지사업 한계 극복사례 선정

ㅇ (ጦ⹂◖ᵫ↮ᷛ⦣ⵗ↮Ế) ῲᕯலḮ᫊՞ⷿᵫἲ⒢Ҟ, ᫊՞ࢢἻ·
ቢ·ே Ỳ ጦ⹂◖ᵫ↮ᷛἲ ᤎ ⵆᷚ ጦ⹂` ᢚེ·᫊ᤒ·Ⳳ၊ྖצἲ
⦣ⵗ`Ἢ၊↮ẾⵆંҲӣኖ⸃ᢚᶳ▂↲
- लϲⵗҲἲᨆᆫⵆᷚῲᕯலḮⷿᵫ, लϲ↮Ế
- ጦ⹂◖ᵫ↮ᷛ(⃮؞Ἆ⸃) ᤒ , ◖ᵫ↮ᷛᶾ૮ⵊᇌ▒⸃↮Ế* ▂↲
* 단위사업별 할당제·가점부여 등 우선지원, 지방비 매칭비율 세분화 등 구상

ㅇ (ጦ⹂ὢẗպᢚᶳࢢ⹂) ጦ⹂◖ᵫ↮ᷛϮᇧ῾ᕮ ጦ ᅪⵢⵆӎ,*
ӣⳲ၊ྖצ↶`ᨆ⃮ ӎḮᇌ▒⸃ ல▂↲**
- ◖ᵫ↮ᷛᇌ▒⸃؞ᢚᶳ*** Њᐊ, ↮ᷛᢚᏪϲⷿဓᢚᶳ▂↲
* 농어촌 지역의 카드 가맹점이 부족, 사용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잡화) 구매
** 가맹점 운영 정기 점검, 가맹점 및 제공프로그램 정보 제공, 구매품목 확대
*** 지원제도 개선문화, 취약지역 대상의 통합 이용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TG X`G T

ʎ ᤸ⺷᎓⺯ ⁰⒠ڋᑳ ሣႃ ∣⁜ ᩳ⅛ ⁷Ի
ㅇ (ள` ல·Ҳ·⒢Ҳ) ↮ᷛᶾᤊᣋ⹊ጦ⹂ᷯᷛ·Њाἲ ᆫⵆӎ,
ள`ὦ⁞ီ

ᏽ* ҲᨆᆫӪ** ⒢Ҳ՚*** ▂↲

* 전라북도 및 시군별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추진(지역문화진흥조례 개정 연계)
** 5개년 법정계획 수립 또는 협의체 차원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추진
*** 동호회네트워크·시설·생활문화단체 참여, 도·시군별 생활문화협의체 구성 추진

ㅇ (ᣋ⹊ጦ⹂⹊ேӎல⹂) `⓶؞ὦᨆ⃮ᣋ⹊ጦ⹂⹊ேᕮ⤞⃮ῲጦϮ
ᨆ⃮ᣋ⹊ጦ⹂⹊ேὢ Ϯઓⵊ ҲᒲⳲ၊ྖצἲ Њᐊ· ӣⵆӎ*,
Њὦ⹊ேᶾᤊӣே⒢·ᆶἲỲ⹊ேἪ၊⹃૮ఆல။↮Ế**
- ே⸦⹃ᾓӪẢᷯࢢ⹂ᅪỲⵊ᫊՞ऒ⪦Ẻ⡚↮Ế⹃૮***
* 생활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교육시설 프로그램 분석,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 (생활문화단위) 개인·동호회→문화공동체·사회적기업(소셜벤처)
*** 단순 예술향유 동호회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동체로 전
환 (예, 문화동호회 대상 문화메이커스 사업 지원 등)
<참고> 문화메이커스 사업지원 방향(예시)
▶ 동호회에서 공동체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대상 모집→문제도출을 위한 상시포럼→
창의적 디자인사고를 위한 디자인씽킹(thinking) 교육→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등

ㅇ (ᣋ⹊ጦ⹂▃ Ḯᣋ⹊ጦ⹂᫊ᾓ) ᣋ⹊ጦ⹂▃ Ḯᣋ⹊ጦ⹂૮ᅪЊᐊ
ⵆᷚᣋ⹊ጦ⹂⹊ேᷯᷛἲ⹃૮ⵆӎ, ᣋ⹊ጦ⹂᫊ᾓ* ⸃↮Ế
- ᫊՞ᒲᣋ⹊ጦ⹂૮ⱊ▃ Њᐊ·↮Ế, ῲཪᕯலᣋ⹊ጦ⹂▃ ⹊
⹂, ῲ՛Ỳᕲᵪᒲᣋ⹊ጦ⹂૮Њᐊ·Њ╊** 
* ‘시민시장’ 제도 마련(조례제정 및 추진단 구성), 예술·생활문화시장 개최 추진
** (예시) 전국난타페스티벌, 전국생활밴드대회, 전국생활공예대전, 생활합창대회
<참고: 사례> 서울시 시민시장 제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임시시장”(시민시장 조례)으로 정의
구 분
예술시장
재사용(활용)장터
농부시장
마을시장
사회적경제장터

사회적 가치
창작활동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도시농업 및 도농직거래 활성화
마을공동체 이익실현, 마을문화 발전
공정무역 등 윤리적 생산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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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용역
창작품, 창작행위
중고품
농수축산품
창작품, 지역상품, 용역
GGGG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ㅇ (ጦ⹂Ϯὶંࢎ⹊⹂) ᫊՞ࢢጦ⹂җ␖ⵢᅪỲⵊጦ⹂Ϯὶં
ࢎ▂↲Ҳἲᨆᆫ, ῲཪᕯலᢚᅪ⦣ⵆᷚᤎ ఊ᫊՞Ӫⷿᵫἲ
⒢Ҟⵆᷚ᷶ᢞἲ⯚Ӳ↮ẾⵆંᐗᴶѮ⦎
* 국가와 전라북도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합,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사업
방향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립(연구 추진)
**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및 컨설팅 관련 전담기관 지정, 실무협의체 운영

ʎ ᎓⺯ṣ᩻֫ὼ ∛Ṉᤸ⤷ԟ ◰ׇ Իట⺯
ㅇ (᫊՞ ؞ᐆ) ᕮጦ⹂᷶ᨎԾἏ↮ᷛ⹂ᐗⶓᶾഞཪ* ᫊՞
Ӫல-᫊՞ᷞҲጦ⹂᷶ᨎԾἏ؞ᐆ՚▃
*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군 지원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인력 역량강화 지
원, 시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체 구성, 조사통계, 기초지원센터 조성(설립) 등
<참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문화예술교육 과제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 전용시설 조성 확대 : 기초 자치단체 대상, ‘꿈꾸는 예술터’ 조성 확대
- 광역-기초 기능강화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설립, 공동사업 발굴·추진
- 지역문화자원과의 연계 :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발전 추동

ㅇ (ⵇԾ·ᢚጦ⹂᷶ᨎԾἏ) ጦ⹂᷶ᨎԾἏӎல⹂ᅪỲⵆᷚᏪϲ
↮ᷛᣋ⣊Ҳᅪ ՚▃ⵆӎ, ጦ⹂᷶ᨎԾἏ⒢·ὦဓ ᷛྷЃ⹂Ḯ ⵇԾ·
ᢚጦ⹂᷶ᨎԾἏᶾᕮⵗⵆંᵿⵊԾἏⳲ၊ྖצЊᐊ
* (학교 문화예술교육) 국악 학교예술강사, 도교육청 연계 특화사업 발굴·추진
* (사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유아 및 아동청소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ṣ᩻⒘Ῥ ᶣ ሸ ◰ׇ ∛Ἣ
◆ (ᐞҫ) ↮ᷛጦ⹂ᷢᴳⵊ⹆ҫᶾᤊ⪧ Ҳ☣·૮◖ᵫὢ०▊
◆ (▂↲ᐗⶓ) ᷶ᨎ·ᓣ↮ᢚϯ↮૮ᅪⵢⵆӎ, ᾚⵢᾚࢊ૮Ἷ⒢Ҳ՚▃
ʎ ╣ڋṣ᩻ ∟⿀ ∛Ṉ⬔ᦌ⺯ ∛Ἣ
ㅇ (᷶ᨎὦ·⒢⣊⁞ᢚ) ῲᕯலḮ᫊՞Ỳ၊ጦ⹂᷶ᨎὦ·ጦ⹂⒢
TG YXG T

ᣋ⹊··⹊ே⣊ᅪ⁞ᢚⵆல။Ἆல
* 문체부 전국예술인실태조사 활용, 전북도 자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ㅇ (᷶ᨎ⹊ே↮Ế) ⓶؞᷶ᨎ↲⽓Ӫ↮ᷛ⪧⹂↮Ếἲ՚ᕲⵆӎ,
↮؞Ếᐗ᫋ἲѮ⦎·Њᤎⵆᷚ᷶ᨎὦ·⒢⹊ேᶾ↿↮Ế
- ؞ᤦᕮᢚᶳἲ* ⦣ⵗⵆᷚ⯚Ӳ↮Ế, ⓶؞᷶ᨎ·⪧⹂၊՚ᕲ
* (기존사업 유형) 지역문화예술육성, 무대공연작품제작, 소극장, 창작공간활성화,
민간문화시설기획프로그램, 전북아트페어, 해외전시, 우리가락우리마당

ㅇ (ᇌ▒⸃᷶ᨎӣϲ) ↮ᷛ᷶ᨎὦᴶ `⹊ேἲỲⵊῲẗӣϲ,
Ꮶ྆⼾ᅲᶾᇌ▆ἣⵗ⸃ӣϲ⁞↮Ế
- ՛ࢢ·Ṧ↮᪒, Ӫ⃪ўᓣⵗ❒⳺᪒,* ᷶ᨎ·ἣⵗ᷶ᨎ
⛒᎒શ⫞, ↮ᷛ↮,** ӣӣᨆᾓӎ, ᷶ᨎலᤊӮ, ᷶ᨎᷛᢚӮ
* 창작주거복합콤플렉스 : 작업실 장기대관, 창작아카데미, 예술클라우드펀딩
** 전시형 문화예술수장고 조성 및 예술창작(창작·체험·판매, 입주)단지 등

ㅇ (᷶ᨎὦᷛྷЃ⹂) ᷶ᨎὢҫ ⹊ேἪ၊ὢᶢ↶ᨆὶંҲ؞Ϯ
ఆல။᷶ᨎὦᷛྷἲ ӎ᫊⢒ӎ, ↮ᷛ᷶ᨎ᫊ᾓ⹊⹂०ဓ
* 예술창작 상품화 및 예술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개발 : (예시) 예술인
아트상품 개발 지원, 공공기관 구매, 상품디자인 지원(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연계), 통합마케팅(온라인플랫폼)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연계 개발 지원, 국제교류센터
연계 지역기념품 활용 등

ʎ ᚣ⬣ḡ૯ ṣ᩻ΐᕐ∛ ⺳Ԙ ᦌ
ㅇ (᷶ᨎὦᓣ↮ӎல⹂) ᷶ᨎ⹊ே↋ታἲ૮⯛⹃૮᫊✊᷶ᨎὦᓣ↮↮Ế
ᢚᶳᢚϯ↮૮ᅪⵢⵆӎ, ᷶ᨎὦᓣ↮↋↲Ҳὢᅎ ӎ
-  ᤊᘲ᪒↮Ế*, ↮Ế⒢Ҳ՚▃**, ᓣ↮ᤊᘲ᪒↋↲***
* 전북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예술활동증명과 지원사업 관련 업무대행,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예술인복지포럼, 생애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 중견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등 지원
*** 최초 전시, 예술인특례보증, 공공기관·기업연계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등 지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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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ᾓᵎὦጦ⹂᷶ᨎ⹊ே) ᾓᵎὦ᷶ᨎὦ(ῲጦ᷶ᨎὦ·᷶ᨎே⸦ὦ)Ӫᾓᵎὦ
᷶ᨎ⒢⹊ேӪ᷶ᨎⶓἎᶾ૮ⵊ↮Ế⹃૮
- ῲཪᕯல⒢ᢚᶳ⹃૮* ᏽ ᕮ↮ẾᢚᶳἎ♆↮Ế**
*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 콘서트 등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향유 지원, 장애인 문화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인력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ㅇ (ᾚⵢᾚࢊ૮Ἷ⒢Ҳ) ᷶ᨎὦ⪧ἲ* Ͼᴶ, ᾚⵢᾚࢊӪ Ӫὢ⺲၊
՚ᕲⵆᷚ᷶ᨎὦآ՚⸦Ḯጦ⹂`ᢚ↮Ếᶾ૮ⵊⵗ↮Ế⒢Ҳᅪ
՚▃ⵆӎὢᶾ૮ⵊᒃ`תўᅪᆶဖ, ↮Ế
- ள`آ՚⸦૮Ӫ᷶ᨎᴶῲᇋἲ ᆫⵆӎ,** Ͼᷪᒿ᫊૮
ᢶ၊Ả᷶ᨎ⹊ேἪ၊ᤊḖཪὦ᷶ᨎ↲⽓ᐗᴶἲ*** Ѓ՚
- ᾚⵢᾚࢊὢ⺲ᓣဓ ӎᅪỲⵊጦ⹂`ᆚ↮ẾӪᾚⵢᾚࢊ
↋ᶦἪ၊ᤊ᷶ᨎᢚ`Ϯ♆ᅪⷲⵆંᐗᴶᆶဖ
* 프로젝트 활동프리랜서 비율이 높고(72.5%), 재해재난의 피해증명이 어려움
** (긴급구호대책)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활용,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작품구입 등
(창작안전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예술인표준계획서, 예술품 담보대출제도 등
*** 언택산업 연계,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방법과 지원방안 연구→종합계획 수립

ʎ ┈টἫႷṣ᩻ΐ ⶴṣ᩻ⶴ ∛Ἣ
ㅇ (⒛ल᷶ᨎὦ↮Ế) ⒛ल(20∼39ᤦ)᷶ᨎὦῲᶳ᷶ᨎ⹊ேӪᏦ྆`ὢ
ӎⷆ`ὦ᷶ᨎ⹊ேἲỲⵊⵗ↮Ế૮ᆶဖ
- (Ϯ♛)⒛ल᷶ᨎӪ ἣⵗ᷶ᨎἲ Ỳⵊ ↮ẾҲӪ ⒛ल·ἣⵗ᷶ᨎ ↮Ế
ல* ᆶဖ, ᷶ᨎ↮Ế↮Ế**, ⒛ल·ἣⵗ᷶ᨎӣϲ⁞***
* (예시) 문화사업(지원) 심위위원회의 청년위원비율 할당, 청년 지원비율 할당 등
** 청년예술인 지역착근 지원(청년지역정착수당), 청춘마이크 운영(도재단) 등
*** (시군계획) 청년예술인마을(고창), 예술창작주거복합콤플렉스(전주) 등

ㅇ (Ế၊᷶ᨎὦ ↮Ế) Ế၊᷶ᨎὦ ᷶ᨎ⹊ே·ⱶἲ ↮ᷛ᷶ᨎἎᢞἪ၊
ᓢ·⹊ẗⵆ؞ỲⵆᷚẾ၊᷶ᨎὦ⹊ேӪ؞။⹂↮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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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Ế, ጦ⹂᷶ᨎԾἏᷞҲ↮Ế, ؞။⹂ᢚᶳ* ▂↲
* (예시) 국립예술자료원의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ㅇ (૮ⵇ᷶ᨎⵇӪ⮾↮૮Ἷ) ↮ᷛ૮ⵇ᷶ᨎⵇӪ⮾↮ᅪᆷӎ, ⓶؞᷶ᨎ
૮ⵇԾἏἲ↲⽓᫊⢒ંⵗ↮Ế૮ᆶဖἲỲⵊ४ᾓ▂↲
- ᷶ᨎⵇӪ↮ẾᐗᴶἲỲⵊ(Ϯ♛) ‘ῲཪᕯல᷶ᨎⵇӪ↲⽓⯚’*
* 정책 대응, 지역 차원의 지원 방안, 산학연계 예술학과 운영 방안 등

  ᦌⰤൌ⁜ ᎓⺯ⷤ⁰ ⹜ᬻ ⺰ᤋ
◆ (ᐞҫ) ῲᕯጦ⹂᷶ᨎҲ⹗Ӫ⪧ᨆἲӎဒⵊⵗ૮ἿᐗᴶὢⴲẂ
◆ (▂↲ᐗⶓ) ⯛ဓ·␖ᒲ૮Ἷ⒢Ҳᅪ՚▃ⵆӎ, ጦ⹂ ⮷`ⷯᫎ
ʎ ᦌⱈႀᦌ⒃ᔟ ᾬ┏ԟ ◰ׇ
ㅇ (⮷ ⣊⁞ᢚ) ↮ᷛጦ⹂᷶ᨎҲ ⯛ဓ·␖ᒲᶾ ૮ⵊ ⣊Ḯ
ጦ⹂ ␖ᒲ⣊ᅪ* ⁞ᢚⵆӎӮᆚ
- ጦ⹂ⶓἎ⣊⁞ᢚ, ᷶ᨎὦ⣊⁞ᢚἲ⹊ẗⵆўࢆ, ῲཪᕯலᒲ
ᷯⶓ⮷Ϯᤪ⤞ḮᷞҲⵆᷚ⮷⣊⁞ᢚ▂↲
* (예시) 문화인력의 남녀 임금차별, 문화기관의 남녀 직급 차별 등
G

ㅇ (♖ⵢ՚ Ḯ ⒆ᑺ) ⯛ဓ·␖ᒲ၊ պᆚᅪ ♖ⵢᐉἮ ᷚ᷶ᨎὦ
՚ ૮Ӫጦ Ỳ⹊ேἲ ⵊⵆંᒃ`תў* ᆶဖ
* (가칭) 성평등적 지역문화 활동 지원과 성폭력·성차별 방지를 위한 조례

ㅇ (⯛ဓ·␖ᒲ૮Ἷᤪ⤞) ⯛ဓᏽ␖ᒲᶾ૮ⵊᫎӎḮⵢᅪ
↮Ếⵆંᤪ⤞, ᤒ⁞↯Ἢ၊⯛ဓ·␖ᒲ૮ỲẾḮ* ⮷ӣἎ
ӣϾ⯚(Ϯ♛)** ᤒᆫ·Ảᷯ▂↲
* (성폭력·성차별대책위원회) 피해자 상담지원, 구제조치‧처리와 사전예방 정책
수립 등 목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의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
** (성평등 공유공감 포럼) 성평등실태를 공유, 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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ʎ ∛Ṉ᎓⺯ⷤ⁰ᾳ ᦌⰤൌ⁜ ⹜ᬻ
ㅇ (⮷ጦ⹂ ) ⮷`↮ᷛጦ⹂↲⽓ἲỲⵊ

லᅪᆶဖⵆӎ,

ӣӣ·Ꮺϲ␖Ếᶾᤊ⮷ὦ᫋Ӫὢ⹃ᢞఆல။⹆ҫ⁞
- ⮷` ↮ᷛጦ⹂

␗ ⵗҲ ᨆᆫ(⁞ီ ᷞҲ), ⯛ဓ·␖ᒲ

૮ἿἲỲⵊӣӣ·ᏪϲϮὢೊཪὦᆶဖ, ⮷`ӎẗ·ὲᶾ૮
ⵊӣ᫊ Ѯ⦎,* ᷶ᨎ⹊ேᇌ▒⸃⮷ԾἏ** ▂↲
* (고용·임금공시제) 고용인·직급 성비, 임금격차 등 포함 데이터를 공시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 문화예술인 일상교육 및 지원 사업 연계 교육
G

ㅇ (ᷚⵎ૧ Ḯ ẞᤎ↮Ế) ῲᕯல·᫊՞ ጦ⹂᷶ᨎ ӣӣ؞Ӯ·ỲẾ
՚ӪӮဖⵆᷚᷚ૮ⱊἲ ӎⵆӎ,* ↮ᷛࢢᷚ᷶ᨎὦἏӪ
ᷚ᷶ᨎὦ⹊ே ӎᅪỲⵊᷚẞᤎ↮Ế ல** ՚
* 특정 성(性)이 2/3이상 차지하지 않는 원칙 마련, 목표 성비 설정·점검
** 도·시군·재단 지원과 공모 사업 진행시, 여성예술인·여성예술단체 우선지원
<참고: 사례> 스웨덴 음악 분야 여성 우선지원 제도
▶ 스웨덴은 예술창작지원금 중 여성 음악감독, 여성 작곡가 등에 대한 우선지원프
로그램을 지난 8년간 시행. 8년 전 음악 분야의 여성작곡가, 여성 음악감독의 비
율이 7∼8%수준이었던 것이 2018년말 조사 기준으로 38%수준까지 향상

ㅇ (ҫဓῶᷚ᷶ᨎὦ↮Ế) ᷶ᨎҲῲᐆᕶ⮷ӎẗᤎ⸦ⷲᶾ
ᷯⶓἲᏦ♆ં▊ᢞ·Ἇᴲ၊ὦⵊᷚ᷶ᨎὦҫဓῶጦ ⵢ
- ▊ᢞ·Ἇᴲ၊᷶ᨎ⹊ேὢᶢဒẢᷚ᷶ᨎὦᶾѺἏᴲ⼢↯ ḮἎᢚⵊ
↮Ếἲ ӣ(᷶ᨎὦᓣ↮ᾚᷞҲѮ⦎), ↮ᷛࢢጦ⹂ᢚᶳ↮ẾҞ ᫊*
ҫဓῶᷚ᷶ᨎὦᶾ૮ⵊὦᤪ⫞ᗺ ӣᐗᴶᆶဖ
* (예시) 문화예술 육성 보조사업, 연구용역·예술프로젝트, 문화시설 위탁 등

ʎ ᎓⺯ᇗ ⨐ ᦌⰤൌ ћ⚳ ⺰ᤋ
ㅇ (ῲᕯᷚᢤጦ⹂❆⤾☎⹂) ጦ⹂ᢚ`Ϯ♆ⷲἲỲⵆᷚῲ
ᕯ↮ᷛᷚᢚḮᷚᢤἲጦ⹂᷶ᨎ❆⤾☎၊Њᐊⵆᷚ⹃ᢞ
* 전북여성의 삶 공공프로젝트 공모 : (예시) 전북여성 테마 영화·연극 제작
G

TG Y\G T

ㅇ (⮷ጦ⹂ᢚЊ╊) ⃪ᷚ ጦ⹂ᢚᅪЊᐊ·Њ╊ⵆўࢆ, ᅦ
؞ӮӪⷿဓⵆᷚ؞ᢚᶳᶾጦ⹂`Ⳳ၊ྖצἲᒿⵆં⹊ே▂↲
* (예시) 여성영화제, 여성연극제, 여성예술축제, 여성문학대회 등

  ᎓⺯ᬷᾳ ☄⺰ ⁜ػ ⺷ᦌ⺯
◆ (ᐞҫ) ጦ⹂᫊ᤒ↮ᷛϲҗ␖Ϯᷚῲⵆӎ, ०⺲⹂ᶾഞᅦẢᷯᶢဒẮ
◆ (▂↲ᐗⶓ) ↮ᐗὢᵿᶾഞᅦ↮ᷛ⒢⁞ҲᨆᆫӪẢᷯ⹊⹂↿
ʎ ᦌ ⁜ػԟ⻨ ⨐ⷄ՛ሇ┏ԟ ሣႃ
ㅇ (ጦ⹂᫊ᤒ⁞Ҳ) ᫊ᤒᢚᶳ↮ᐗὢᵿᶾഞཪ↮ᷛ⒢`Ἢ၊ጦ⹂
᫊ᤒ⁞·↮Ế⃮؞ἲᘲၝⵆ⃮ᷚ؞ᶾഞᅦ᫊ᤒ⁞ᾓ▗⹃؞ᐗᴶᆶဖ
*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정부보전 종료 이후 적용 기준 마련
G

ㅇ (ጦ⹂᫊ᤒ⦣ⵗӮᆚ) ጦ⹂؞ᐆ᫊ᤒ·ᣋ⹊ጦ⹂᫊ᤒ⁞ӪẢᷯᶾ૮ⵊ
⣊ᅪ⁞ᢚ, ᫊ᤒẢᷯᶾ૮ⵊᷛྷЃ⹂ԾἏ▂↲
* 문화시설협의체 구성, 행정통계를 통한 실태조사, 1년 1회 교육 방안 마련

ʎ ᎓⺯ڋᑳᬷ ⺰☄ ἏṜ ⺷ᦌ⺯
ㅇ ( `⸃Ѣᆫ) ӣᆫᐃጪӮӪ ᏦᨎӮ*, ӣӣலᤊӮ**, ↮ᐗጦ᷶Ӯ***
᫊՞ᒲⷲ⹗ἲӎဒⵆᷚ◖ᵫ↮ᷛẞᤎ↮Ế
* (공립미술관) 전주(시립미술관), 정읍(시립미술관),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고창(군립
미술관, 남원미술에듀센터 등 건립
** (공공도서관) 전주(구도심도서관, 아중호수도서관), 익산(유천도서관), 군산(동부권
도서관, 옥구도서관), 남원(복합형도서관), 무주(복합문화도서관), 장수(군립도서관),
임실(군립도서관), 임실(복합형오수도서관), 고창(군립중앙도서관) 등 건립
*** (문예회관)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임실문예회관 등 건립
G

ㅇ (᫊ᤒ Њᤎ) ⁞ఊ ↮ Ḓ྆ఊ ጦ⹂؞ᐆ᫊ᤒᕮ⤞ ؞Ҳ·ጢ૮·ᤒᘲᅪ
Њᤎⵆᷚᨆ⃮ঀἮጦ⹂᷶ᨎἲⶓἎⵎᨆὶં؞ᐆ ӣ
* (공공도서관) 전주완산도서관, 전주송천도서관, 전주개방형창의도서관(서신, 효
자, 건지, 아중, 쪽구름), 부안군립도서관 등 개선
TG Y]G T

** (문예회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개선
G

ㅇ (ጢᾓᵎ⹆ҫ ⁞) ᾓᵎ⮦᫊ᤒ ጢ⁞ἲ `ẗᐉ↮ ᴸἮ 2015ल
ὢῲѢᆫఊጦ⹂؞ᐆ᫊ᤒἲ* ૮Ἢ၊ጢᾓᵎ⹆ҫ⁞▂↲**
*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문화기반시설은 장애편의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필요하
나, 2015년 이전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미부과
** 도내 문화기반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ㅇ (Ảᷯ⹊⹂) ጦ⹂؞ᐆ᫊ᤒ⃪Ꮺὢẗᅎἲঀὢӎᢶ၊Ảጦ⹂ἣⵗ
⹊ேў῾ὢఎᨆὶல။ ᕮᢚᶳᶾ* ᤎ `Ἢ၊૮Ἷ
*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문화기반시설 메이커스페이스(우
리동네 창작소) 조성, 문화기반시설 공간공유 사업 등
<참고: 사례> 시각예술 기반 메이커스페이스 예시
▶ 일반시민이 원하는 작품을 그들의 수준에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작업공간
- 전문예술인-시민 협력형 창작공간이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추구
공동창작실
미술작가의 공동창작 공간 및 기자재 공유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작가 또는 작가로부터 교육받은 주민의 창작활동이 창업으로
창업컨설팅
이어지도록 법률 자문 및 마케팅 지원
전시·판매 지원
입주 또는 지역작가의 작품 전시와 판매

ㅇ (૮ⱊጦ⹂᫊ᤒ⁞) ጦ⹂؞ᐆ᫊ᤒᒲऒ⪦Ẻ⡚ᷛⵎἲᨆ
ⵆቢᤊῲཪᕯலᅪ૮ⱊⵆંᕲᵪᒲ᫊ᤒ⁞
- ↮ᷛྊೊᆶ⡚ὢᗺྊೊ၊ᤊᕲᵪᒲ૮ⱊጦ⹂᫊ᤒ⁞
* (전북대표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북대표도서관을 새롭게
조성,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도서관의 거점 기능 담당
* (전북도립박물관) 천년 전북의 역사를 보존·교육·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시도립(역사)박물관 건립)

ʎ ᤸ⺷᎓⺯ᬷ ⺰☄ ἏṜ ⺷ᦌ⺯
ㅇ (ᣋ⹊ጦ⹂ᤪ⤞ ⁞) ᫊՞ᒲ ⁞ ⷲ⹗ἲ ᕲᤋⵆᷚ ᣋ⹊ጦ⹂ᤪ⤞Ϯ
ᕮ ⵊ↮ᷛἲἪ၊ẞᤎ↮Ế
* (시군 제안) 전주 예술복합문화센터, 군산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정읍
문화복합센터, 정읍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원 지리산권 생활
TG Y^G T

SOC 복합화 공간,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장수 장계 생활문화센터, 장수 어
린이 생활문화센터, 임실 관촌체육문화센터, 임실 오수행복누리원 생활문화센
터, 임실 생활문화센터, 순창 섬진강 예술인 마을 생활문화센터, 순창동계 생
활문화센터, 순창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고창세대공감 글방문화공간 등
G

ㅇ (ἮலᤊӮ⁞) ᫊՞ᶾᤊ ᴶఊᢚᶳἲ* ẞᤎⵆᷚ⁞▂↲
* (시군 제안)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18개소, 리모델링 18개소

ㅇ (⪧ᨆኗ`᫊ᤒἎ♆)
ᶾ``קἪ၊૮Ἷ

ᕮϮ▂↲ⵆં⪧ᨆኗ`ૢ૧᫊ᤒӣኖᢚᶳ

- (ጦ⹂᷶ᨎԾἏ᫊ᤒ) ⓶؞♆⒢ጦ⹂᷶ᨎԾἏῲẗ᫊ᤒἎ♆
<참고: 사례> 전주 꿈꾸는 예술터
൘G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카세트공장 활용한 팔복예술공장의

유휴공간을 활용, 꿈꾸는 예술터를 개관 : 2019.11.5.
൘G 학교와 연계, 학생 전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ӣᷞ᷶ᨎᷞ᪣ӣϲ) ᣋ⹊ጦ⹂⒢, ῲጦ᷶ᨎ⒢, ⒛ल⒢(ே⸦)
ὢ24᫊ϲᶦ ཪலᷞ᪣ⵎᨆὶંᷞ᪣ӣϲἎ♆▂↲*
- (ᷯᏦംᶢᤪ⤞) ᷯᏦംᶢῲጦԾἏӪୂᕶᶢ↯ᷯἲ
ⵎᨆὶંῲጦ᫊ᤒ၊ᤊῲཪᕯலᏦംᶢᤪ⤞Ἆ♆▂↲**



* 문체부 공모사업 :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문체부), 시민미디어센터(방송통신위원회)

ㅇ (↮ᷛᤊ῾↮Ế) ᣋ⹊ጦ⹂᫊ᤒ၊ᤊ* ↮ᷛᤊ῾ἲ↮Ếⵆᷚᣋ⹊պࢢ
ӣӣጦ⹂᫊ᤒ၊ᷛⵎᕮᷚ, ῲཪᕯல↮ᷛᤊ῾⹊⹂⁞ီᶾў
ⵆᷚ↮ᷛᤊ῾⣊⁞ᢚ, ↮ẾҲᨆᆫ, ⷿဓᢚᶳЊᐊἲ▂↲
*

ⶎ䢪㼊㥷ὖὧ㧻ὖG ἶ㔲G 㩲YWX_TWWX]䢎G aG ㌳䢲ⶎ䢪㔲㍺㦮G ⻪㥚㠦G ὖ䞲G ἶ㔲

<참고>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주요 조항
▶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
▶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의 기본방향과 방안, 지역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 (제6조 협력사업 추진)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TG Y_G T

တ 

∛Ṉ᎓⺯ᇗ ⺷ἄ ∛Ṉᤇ⻧ᾳ ⹜ᬻ ᑷ

  ∛Ṉ᎓⺯ᾳ ᤇ⻧⁜ ћ⚳ ⺰ᤋ
◆ (ᐞҫ) ӣே⒢Ḯⵢᶾഞᅦᣋ⹊պᖃԢḮᢚ`϶ὢ⒖᷶
◆ (▂↲ᐗⶓ) ጦ⹂ᅪ⦣ⵊᢚ`ጦ ⵢҞӪᵿἪ၊ᢚ`϶ⵢ
ʎ ∛Ṉᤇ⻧᎓⁷ᾳ ᎓⺯⁜ ԋ
ㅇ (ጦ⹂`ⷯᫎᢚᶳᐊբ) ᕲᵪ·↮ᷛ·ᤦ૮ᒲ၊ጦ⹂·᷶ᨎἲ⹊ẗ, ጦ⹂
ᢚ`Ϯ♆၊↮ᷛᢚᅪⷯᫎⵆં Ӫᢚᶳἲᐊբ
ㅇ (ጦ⹂ӣே⒢Ἇ) ᷶ᨎேᴲᆚḮጦ⹂⡢ЇἮጦ⹂ⶓἎ⸃ӣே⒢ᅪ
आᶢ↮ᷛᢚጦ ᅪጦ⹂၊ⵢҞⵆંጦ⹂ᢚᶳ⸃ӣே⒢Ἇ
- ؞ ே⸦·ጦ⹂⒢ ↮ẾᢚᶳӪ ᒲல၊ ↮ᷛᢚጦ * ⵢҞ⸃
ጦ⹂ӣே⒢ᤒᆫӪ⹊⹂ᅪỲⵊ↮Ếᢚᶳ▂↲
* (지역사회문제의 문화적 해결 예시) 아동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적 공동육
아, 민간시설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운영 공동체, 문화예술 활동 통한 장애우의
사회적 활동, 문화적 공공프로젝트를 통한 공동화 도심 재생 등
*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공동체의 성과 정립, 타 지역으로의 확산(브랜드화)
G

ㅇ (ጦ⹂᷶ᨎᆚᙇྗ) ጦ⹂Ḯ᷶ᨎἲኗⵊᆚᙇྗ(living lab)ἲ▂↲ⵆ
ᷚ↮ᷛᢚጦ ⵢҞӪⷯᫎ`↮ᷛᆺ؞ⷲ
- ᫊՞·૮ⵇ·ጦ⹂؞Ӯᒲ၊ ՛Ϯ·↮⒢ ӣኖᢚᶳἲ ⦣ⵆᷚ ▂↲ⵆં
ᆚᙇྗᢚᶳἲᷞҲ, ጦ⹂᷶ᨎᆚᙇྗᢚᶳὢ⹃૮ఆல။↮Ế
* 문화취약지역(읍면동 단위)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사업 추진 과정) 읍면동 단위의 지역 현안문제(예, 고령화, 범죄, 안전 등)를
발굴→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지역주민 간 합의를 통해
다년 간 추진 사업계획을 수립→전라북도 계획계약 협약→다년 지원(컨설팅)

ʎ ᎓⺯ିᷬᦌ ⁰⒠ڋᑳ ሣႃ ΐᬸ ⁷Ի
ㅇ ( ؞ᐆᆶဖ) ῲૢ؞Ӯ↮ Ӫጦ⹂ᵿᤪ⤞Ảᷯἲ▂↲ⵆ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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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ᢚီጦ⹂ᵿ⣊⁞ᢚᏽ⹊ẗ,** ጦ⹂ᵿ↮♖·
Ϯὢೊཪὦ՚,*** ጦ⹂ᵿ⁞ီ ·Њ Ӫ**** லᆶဖ▂↲
* 자문기구이자 침해대책기구 (가칭)‘문화다양성침해구제위원회’와 포럼 추진
** 전북 문화다양성 지표 설정과 정책현황(행정통계) 및 도민인식(설문) 조사 추진
*** 전라북도·시군 공공정책, 기관운영, 홍보, 인력활용, 사업실행 시 문화다양성
존중 사업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 지자체·기관 등에 배포하는 방안 검토
**** (조례 개정 추진)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등

ㅇ (ӣጦ⹂⸃) ԾἏԾᾚḮԾἏ❆⤾☎(Ⳳ၊)ྖצᅪЊᐊⵆᷚ↮
⒢·ԾἏ⒛ӪᷞҲⵊԾἏᢚᶳἲ▂↲ⵆӎ,* ‘ῲཪᕯலጦ⹂ᵿ
⃪ϲ’ἲ↮ ⵆӎ, 14Њ᫊՞ὢኖా␦ᷚⵆં⮆᪒⫞ᑺЊ╊Ѯ⦎**
*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전북도교육청·지자체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관으로 추진되는 행사를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환

ㅇ (ῲᕯጦ⹂ᵿἏ) ጦ⹂ᵿ⹃ᾓἲỲⵊᨆጦ⹂ᷛྷЃ⹂
ᏽऒ⪦Ẻ⡚ᅪ՚▃ⵆӎ,* ↮ᷛӎἎጦ⹂ᵿἲ⁞ᢚⵆᷚ** ῲ
᫊❆⤾☎ᅪЊᐊ, ⒢ⷆⳲ၊ྖצἲẢᷯ***
* 전북의 문화다양성 확장을 위한 기반으로서 소수문화 집단 및 관계자의 역량
을 강화시키고, 소수문화 연대가 강화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
** 지역(시군 및 시군연계 생활권)별 문화다양성 조사 : 언어, 생활, 사회체계 등
***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연계 운영(콘텐츠·프로그램 보급)

ㅇ (ጦ⹂պᤎᶦ) ῲᕯலᏪኖా(ὢ⃪Ꮺў⃪Ꮺ⯚ⵖ)Ϯጦ⹂`Ἢ၊
ᅲӪ␖ὢᅪᐉᴲὢӎ, ⸦ⵆቢᤊϯጦ⹂ᅪⶓἎⵆં
ጦ⹂ᵿὢ՚ⷲఆં↮ᷛὲἲ⇃`Ἢ၊ⱊⷲ
- ጦ⹂`պᆚ၊ᤊጦ⹂ᵿϮ♆ૢἮ(Ϯ♛)‘ῲᕯலᏪጦ⹂պᤎᶦ’
ኗ`᫊Ꮺᢚ⒢␦ᷚᤎᶦ▂↲ᏽጢⷿ՚
- ᷞ՚ẗᷛ⦣ⵆᷚ⓶؞Ⴚᅪ, ጢ▂↲ⷿᅪ⦣ⵆᷚᤎᶦ
* 문화다양성 외 문화향유 평등권, 문화경관, 문화협치 등 권리와 체계 포함
G

TG ZWG T

  ᎓⺯ύᤋᾳ ᤸ⺷ ԟᬔ ⺷ἄ
◆ (ᐞҫ) ጦ⹂ἎᢞᓢӪҲᪧἲ؞ᐆἪ၊↮ᷛᐊῲᷞҲ⹊ẗὢẂ
◆ (▂↲ᐗⶓ) ↮ᷛⵇ ᆫӪጦ⹂Ἆᢞᣋ⹊⹂ᅪ⦣ⵊ⹊ẗῲྣἲᆶဖ
ʎ ᎓⺯ύᤋ ԟᬔڋᑳ ሣႃ
ㅇ (↮ᐗጦ⹂Ế↮Ế) ↮ᷛጦ⹂ἎᢞᓢӪ⹊ẗἲỲⵊ↮ᐗጦ⹂Ế
ᷛⵎἲЃ⹂ⵆӎ, ᫊՞ጦ⹂ẾὢӣேἪ၊▂↲ⵆંᢚᶳᐊբ
- ↮ᐗጦ⹂ẾѢᆫӪ᫊ᤒЊᤎ,* ↮ᐗጦ⹂Ếᷞⵗᢚᶳ↮Ế**
* 익산문화원, 정읍문화원, 진안문화원, 장수문화원 등
** 전북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 문화원연합회 향토문화사업 등

ㅇ (ⷲת૮Ἆᢞᓢ·⹊ẗ) ⷲת૮Ἆ·ጢ⸃Ἆᢞἲᓢ·Ҳᪧⵆંῲᕯ⸃
ᓢ·⹊ẗ லᅪ՚ⵆӎ, ⷲת૮Ⴚᅪᨆ↿·؞။ⵆંᢚᶳ▂↲
- ῲᕯ⸃ⷲת૮Ἆ·ጢ⸃Ἆᢞ ல* ՚, ⷲת૮Ⴚᨆ↿Ӫ؞။⹂
* (전주미래유산) “주민이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들로, 근·현
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무형의 것들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참고> 미래유산제도의 법률적 근거 : 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
൘ 문화재보호법 개정(2019.12.25. 시행) : 개화기 이전의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로 구분하듯,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던 개화기 이후의 등록문화재
를 국가등록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 등)
- 시도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제70조 2항)
- 등록문화재 :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
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

ʎ ∛Ṉᤇ ⁰መ ∛Ṉⶴ ∟⿀
ㅇ (↮ᷛᢚ ᆫӪԾἏ) ῲᕯலḮ᫊՞ᒲᷛᢚᅪ ᆫⵆӎ, ↮ᷛᷛᢚᅪ
Ὢᶾᤊ⒢ⷆ·ԾἏⵎᨆὶંӣϲ⁞Ӫ* Ⳳ၊ྖצẢᷯ
* (지역사 공간 조성) 전북도립역사박물관 및 전북역사공원 조성, 진안역사박물
관 개선, 창암 이삼만 선생 기념관(정읍) 조성, 판소리박물관(고창) 이전 건립
TG ZXG T

ㅇ (ῲᕯⵇ↲⽓) ῲᕯⵇᷞ՚ᤪ⤞ᅪ* ⦣ⵊῲᕯⵇ ᆫ
- ῲᕯⵇᷞ՚ᤪ⤞ ⃪Ẃᢚᶳ : ؞ᓦᷞ՚*,
ᷞ՚↮Ế**, ૮⹂ᢚᶳ***
* 정책과제, 지역현안 발굴, 전북학아카이브 등
** 전북학네트워크(대학·연구기관) 구축, 학술연
구 지원, 학술총서 발간 등
*** 전북학아카데미, 전북학 특강·세미나 개최 등

 ʎ ᎓⺯ύᤋᾳ ᤸ⺷⺯ẛ ⺷ἄ
ㅇ (ጦ⹂Ἆᢞᣋ⹊⹂) ጦ⹂Ἆᢞⷲ૮`ὦ⹊ẗἲỲⵊᣋ⹊⹂ᢚᶳἲ*
ᐊբⵆᷚ↮Ếⵆӎ, ጦ⹂ᾚᅪ⹊ẗⵊ⒢ⷆӮӿᢚᶳ** ▂↲
* (주요 사업)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이야기할머니, 판소리 귀명창 양성, 정월대
보름 민속행사, 필봉마을 굿축제 등 지원
** (주요 사업)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고택종갓집문화재 활용 사업 등 지원
G

ㅇ (ῲᕯᐗᶦҲᪧ·⹊ẗ) ⵗ`Ἢ၊⁞ᢚ· ᆫఊ* ῲᕯᐗᶦἲᣋ⹊ᶾᤊ
ҲᪧⵎᨆὶંᢚᶳӪῲᕯᐗᶦἲ⹊ẗⵊ❆⤾☎Њᐊᢚᶳἲ▂↲
- ῲᕯᐗᶦᢚῲ⹊ẗᏽᣋ⹊Ҳᪧᢚᶳᐊբ: ῲૢ؞Ӯ↮ , ⹊ẗᢚᶳ
* 전라북도 방언사전 출간 : 2017∼2020년
<참고: 사례>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2018∼2022)
▶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제4조 제주어 보존계획의 수립)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
▶ (추진과제) 제주어 표기법 개정, 제주어 주간과 제주어의 날 활동 강화, 제주어 마을
지정 확대와 지원 강화, 제주어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운영, 교육과정 개발, 제주어 교
원 양성과정 운영, 제주어대사전 편찬, 제주어 구술채록 조사, 제주어 사용 실태조사,
제주어 연구자 지원, 인터넷상 제주어 입력 방안 마련 등
G

ㅇ (ጦ⹂Ἆᢞ⹊ẗӣϲ) ἎᢞӮӿ⹊⹂ᅪỲⵊў῾⁞·Ảᷯἲ↮Ế
* (주요 사업)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등
G

ㅇ (ⵊ᪒⢮Ὢ ᢞᶳ) ⵊᓣ·ⵊ᫋·ⵊḓ·ⵊ↮·ⵊ՛Ἲᴳ·ⵊ՛ᶢ  ⵊ᪒⢮Ὢ
Ἇῲྣ(2004)ᶾὢᶢᢞᶳ⹂·Ӯӿ⹂ᅪỲⵊⵗ૮ᆶဖ
* 분야별 육성계획을 수립, 기존 사업(문화·관광)과 연계하여 활성화 추진
TG ZYG T

  ∛Ṉ᎓⺯ᾳ Ԙ⁷⁜ ћ⚳ ⒘◷
◆ (ᐞҫ) ῲᕯல ⵣῲྣἪ၊↮ᷛጦ⹂ᅪ⹊ẗⵊ❆⤾☎·Ӯӿᢞᶳ▂↲
◆ (▂↲ᐗⶓ) ጦ⹂❆⤾☎ᢞᶳӪጦ⹂Ӯӿᢞᶳἲӎல⹂ⵆӎ, ᢚ`ҫ Ἇ
ʎ ᎓⺯➳⦫♻ᤋḠᾳ Իట⺯ẛ ᑓᗟᷗ ట
ㅇ (ጦ⹂❆⤾☎ᢞᶳӎல⹂) ῲཪᕯல⪧⹂❆⤾☎ᢞᶳἲ↿Ἇⵆӎ,
Ӯဖ؞ᶳἲἏⵆ, ❆⤾☎ЊᐊἲỲⵊ⒢Ҳ`ὦ↮Ế
- ᢞᶳᕲᵪᒲ؞ᐆᆶဖἲ▂↲ⵆӎ, ؞ઓѺὲἲῲྣᕲᵪ၊ᤒ
* (주요 사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코리아랩, 기능성게임산업 육성,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음악창작소,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운영

ㅇ (ጦ⹂❆⤾☎⒢ⷆӣϲ) ↮ᷛ❆⤾☎؞ᶳ⹊ே⦎૮ᅪᆶဖⵆӎ, ⪧
⹂❆⤾☎ᢞᶳᕲᵪ↲⽓ἲỲⵊў῾ӣϲ⁞
* 새만금 영화영상체험관 구축(전북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운영(전북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전주) 등

ㅇ (ᷯ⹂ᷯ ↮Ế) ᷯ⹂   ·؞ᕮ⤞ ┚ᷯ·⹊ẗҲᒲ၊ ᇌ
▒⸃ᢚᶳἲ↮Ếⵆӎ, லᏪᷯ⹂ᷯጦ⹂ⶓἎ תӎ
* (기획·제작단계) 제작사의 로케이션 헌팅* 지원 및 인센티브(숙식비 등 실비
지원) 제공, 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촬영·활용단계) 영화제 개최 및 시사회 지원으로 도내에서 촬영·제작된 영화
출품 및 상영 지원, 전라북도 영화소품전시관 등 운영
* (영화영상향유 기반) 지역영상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 조성, 영화기획제작 교육,
주민시네마스쿨, 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무주산골영화제·독립영화제) 개최 등

ㅇ (↮ᷛ⪧⹂ᷯ⹂ᢞᶳ) Ꮶ྆ᷯᢞᶳᣋ⣊Ҳᅪ՚▃ⵆӎ,* ᢞᶳϲᷞҲḮ**
↮ᷛὦᾚ⹊ẗἲ*** ⦣ⵊᷯ⹂ᷯᢞᶳҫ `Ϯ♆▊↋↲
* CG(컴퓨터그래픽) 전문스튜디오 조성, 선투자 후촬영 방식 지원, 영화 제작-촬
영-인력양성 복합단지 조성 등 추진
** 인문스토리 연계 VR무비·VR시네마 육성, 웹툰무비 활성화, 홀로그램 융합 등
*** 지역배우 캐스팅 지원, 영화(촬영지)해설사 및 로컬코디네이터 육성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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ʎ ∛Ṉ⬔⺯ ᎓⺯՛լ ⺷ᦌ⺯
ㅇ (ጦ⹂Ӯӿ؞ᐆ) ῲᕯጦ⹂⹊ẗጦ⹂Ӯӿ⹊⹂ᅪỲⵊ؞ᐆἲᆶဖ
ⵆӎ, ӮဖὦဓᷛྷἲЃ⹂ⵆᷚӎⱶҗጦ⹂Ӯӿⷲ
* (주요 사업)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전북관광콘텐츠 스팟 찾기, 전라북도
문화대탐험 사업, 문화관광기념품 개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교육

ㅇ (᷶ᨎӮӿ↲⽓) ῲᕯጦ⹂Ӯӿᢞᶳῲྣᕲᵪ၊᷶ᨎӮӿἲᤒ ⵆ
ӎ, ᷶ᨎӮӿⵣᢚᶳἪ၊ў῾·պᷛᒲᤒӣᷞ▂↲
* (주요 사업)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한옥경관야간상설공연, 거리공연 지원
(노상놀이), 새만금 아트&버스킹 등

ʎ ∛Ṉ᎓⺯ᾳ ᤇ⻧⁜ Ԙ⁷⺯ ∛Ἣ
ㅇ (ᢚ`؞ᶳ⹂↮Ế) ؞ᢚᶳ* Ṧᶾ᷶ᨎὦ·⒢ᷛྷЃ⹂ԾἏӪ
ᢚᶳ❆⤾☎ЊᐊӪᢚᶳ⹂⛖ᤒ⫳ἲ↮Ếⵆᷚᢚ`؞ᶳ⹂▂↲
- Ⳳᆚྊᤊ၊⹊ேⵆં᷶ᨎὦ⪧ἲᐆᷯ, Ⳳᆚྊᤊ᷶ᨎὦⷿே⁞ⵗἲ
Ἇⵆં ἲЊᐊ, ↮Ế▂↲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드림공연예술단 육성 지원 등
▶
▶
▶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형 사회적 기업 특화지원 사항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
컨설팅: 경영, 판로 컨설팅
생활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공공기관 연계교육: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G

ㅇ (ᶳ·↯⹊⹂) ጦ⹂᷶ᨎὦᶳӪ↯ἲỲⵊ؞ᐆᆶဖ
- ጦ⹂᷶ᨎ⒢ᏽጦ⹂᷶ᨎὦᶳἲỲⵊጦ⹂ቂὢ⛒᪒ԾἏ▂↲
* 예비창업지원자 선정 및 지원, 예비창업자 간 교류 및 협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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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Ṉ ᤸ టᬷᙧഷ ⁷Ի
◆ (ᐞҫ) Њὦጦ⹂ⶓἎ ᶾᤊல᫊؞ᐆጦ⹂ ▂↲
◆ (▂↲ᐗⶓ) ጦ⹂ᅪ⦣ⵊᣋ⹊⹆ҫᏽல᫊ᾚᣋӪல᫊ᗺྊೊ ӎ
ʎ ύ⾏ ᤸ⺷⺳Ԙᾳ ᎓⺯⁜

ᤸ

ㅇ (Ἆ⼢ӣϲጦ⹂ᾚᣋ) ጦ⹂◖ᵫ↮ᷛጦ⹂᫊ᤒᕮ ጦ ⵢḮ↮ᷛ
⹊⹂ᅪỲⵆᷚӣӣ·ᏪϲἎ⼢᫊ᤒጦ⹂`ᾚᣋ▂↲
- ᢞᶳ↮·⮾ᢞᶳ᫊ᤒ, ԾἏ·Ծ⦣· ᫊ᤒ,* ՞ᢚ᫊ᤒጦ⹂ᾚᣋ**
- ՛Ϯӣኖ(ᢞᶳ↮·⮾ᢞᶳ᫊ᤒጦ⹂ᾚᣋ)ᶾ૮ⵊ᫊՞▂↲↮Ế
*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육성 지원(버스터미널의 문화재생 등)
** 완산벙커1973 조성(전주시 완산공원 내 방공호)
G

ㅇ (⛒᎒શ⫞ംὦ) ᷶ᨎἣⵗ⸃ӣӣⳲ၊⪦ᅪ⦣ⵆᷚἎ⼢᫊ᤒᏽӣ
ӣӣϲἲጦ⹂`Ἢ၊ᾚᣋⵆં՛Ϯӣኖᢚᶳᶾ૮ⵊ᫊՞▂↲↮Ế
- ጦ⹂⒢ἏӮӿᕮ(ⵊ՛ጦ⹂᷶ᨎỲẾ, ↮ᷛጦ⹂↲⽓Ế, ⵊ՛ӣ᷶ം
ὦጦ⹂↲⽓Ế),  ᴶῲᕮὢ⃪Ӯⵆંӣኖᢚᶳ↮Ế*
* (주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활용 마을 재생 프로젝트, 행정안전부
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 등

ʎ Րџ ڋᑳ ∛Ṉᑷ

 ⺷ᦌ⺯

ㅇ (ጦ⹂⪧⹂↮ᷛ⁞) ↮ᷛᒲጦ⹂Ếἲ⹊ẗⵊጦ⹂ᆶἲ·ጦ⹂ல᫊⸃
ጦ⹂⪧⹂↮ᷛ⁞ᢚᶳ▂↲
- ؞ᢚᶳᴶ `↮Ế* ᏽጦ⹂ல᫊⁞ᢚᶳἪ၊ῲ⹆
* 장수군 문화마을형(∼2020), 정읍시 문화도시형(∼2022), 익산시 문화도시형(∼2021)

ㅇ (ጦ⹂ல᫊⁞) ؞ў῾ጦ⹂ல᫊Ḯ* ᒃ`ጦ⹂ல᫊** ⁞ᢚᶳ
ᴶ `ὦ↮Ếἲ⦣ⵊጦ⹂`↮ᷛᐊῲ▂↲
- ᒃ`ጦ⹂ல᫊⁞ἲỲⵊӿᷛ-⓶؞MOU ⒢Ҟ, ⛖ᤒ⫳↮Ế
* (거점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6개 분야 65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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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문화도시) 예비 지정(남원시·완주군), 지정 추진(익산시·정읍시·고창군)

ㅇ (ጦ⹂↮՚૮Ἷ) ጦ⒢ᕮጦ⹂↮՚ Њᤎᶾᤎ `Ἢ၊૮Ἷ
- ጦ⹂↮՚↮ ᏽӮᆚҲᨆᆫ, ⁞ီ

Ѯ⦎

<참고: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의 문화지구 관련 계획
▶ (문화지구 내실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전문가·지자체 자문회의·정책연구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운영의 내실화 추진
* 문화지구: 단체장이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
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해 지정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ʎ ∛Ṉᾳ ⁷⁜ Ὗᤜ ⁷Ի
ㅇ (՛ ጦ⹂Ծᅆ؞ᐆ) Њᒲ`՛ ጦ⹂Ծᅆᶾᤊ⒢Ҳ`ⵗ`ὦ՛
ጦ⹂ԾᅆᅪỲⵊ؞Ӯ*·ὦဓ**·▂↲⒢Ҳ***·↲⽓Ҳ**** ؞ᐆᆶဖ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전담부서 운영
** 주요 문화기관 내 담당인력 지정, 운영매뉴얼 개발 및 실무역량 교육
*** 전라북도조례 제정,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 전라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별도 연구용역 추진 또는
전담기관 지정 이후 전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GG

ㅇ (՛ ጦ⹂Ծᅆ ↮Ế) ᷶ᨎὦ·᷶ᨎ⒢·ጦ⹂؞Ӯ ՛Ṧ↲▊ ᏽ Ծᅆ
⹊ேἲ↮Ếⵆӎ,* ↮ᷛጦ⹂՛ ⹂ᅪỲⵊ՛ ᢚЊ╊**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공모사업 대응, 전북국제교류센터 연계 교류 지원
** 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등 개최
G

ㅇ (ጦ⹂ல᫊՛ ⹂) ጦ⹂ல᫊▂↲ல᫊Ἢ၊՛ ऒ⪦Ẻ⡚* ⹊
ே↮ẾӪ᫊՞՛Ϯϲ՛ ጦ⹂ல᫊** ऒ⪦Ẻ⡚Ϯέ(↮ ) ↮Ế
* (주요사업)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도 지정 현황(전주 음식창의도시)
** (주요사업) 한중일 공동 지정 동아시아문화도시 : 공모 참여 시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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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⁷ᔟ ◯∟┏ԟ ᑪ ῗ⁰
ֵ ߳ ۉ

ऎࢇࢺ

 ऌࠄ۟ˀ ˮলࡰԸ ୕ה ̘ վԭ
 ୕ה ࢼѣ վԭ˒ ˀ୕
 ऌࠄ࣌ ୕הԴ ˀ୕ࠧ ࢼѣࡿ ʋ۱

ϗa

 ऌࠄࢺأ ୕הˀୡ ܶջ˒ ࢄପզ ࢼ˅

ϗa

 ୀ࢝ ୕ࢳ ऌࡒࢼѣ վԭ

ϗa

 ߄ࢺࢳ ऌࠄؼୖ ࢺ࢟୕ה
 ऌࠄୖ ࢺ࢟୕הস˒ ऌࠄ୕הऎ̘̓ ࡅ

ϗa

 ࢟ࡒࡿ Щɺ୕ࠧ ओପࡿ ୧ࡪ୕ ऎ

ϗa

  ࢺ࢟୕ה˅ࢼ ۺࡪ ˒ۺ࣬״ ࡿۺ

ϗa

 ୃ ˔״Ԭˀ ˮল˒ ୕ۺ
 ऌࠄ ୕הʝο ݘˮল˒ έ୕ݥ

ϗa

 ୕הˀࡿ ˀࢳ ˔նࠧ ۭࢼ ݘٵː

ϗa

 ୕הପࢺࢆԬ ࢴࠄ ࠧ୕הԘ ࢼ˅

ϗa

 ऌࠄࡿ ːːś״ɻ ࠄԘ ʅ୕
 ऌࠄࢆ୕הԬ ऌࡒ˒ ࠄԘ ʅ୕

ϗa

 ऌࠄ୕הऎ࣌ऍ ۳ջ˒ ࡈࠏ έ୕ݥ

ϗa

 ऌࠄ״ ୕הɻЬ ࡨ ˒ۺ୕ۺ

ϗa

 ̋˒ ЩߣࡰۺԸ ऌࠄ ̘୕הʵ५ ଢܒ
 ୕הବࡧʵ५ ଢ ࠧܒऐࢳ ѣߜ
 ୕הঽߜऌࠄ ૣ˕ऌࡒ˒ ओࣵ˔ն

ϗa

 ۟ ̘ॷࢺ ୕הվԭ˒ ऐࢳ ࣮ܶ ࢼ˅

ϗa

  ࡨ˩ܺࠓ୕הऌࠄ۟ˀ ˮল˒ ˅ѣ୕

ϗa

 ࠓܺॴ ऌࡒ˒ ࠓܺࢆؽऌ ʅ୕
 ̘জࠓܺ ऎ˒ ऌࠄછ ୕ۺऌࡒ

ϗa

 ٷઠߴВ ࠓܺࢆؽऌ ୗʾ ࣌ۺ

ϗa

 ϔśࡒԸࠓܺࢆ˒ лଚࠓܺଚ˒ ऌࡒ

ϗa

 ۺҜࢳ ୕הପࢺ ିیୖ ˒ݣ
 ۺԬśۺ५ شлࡸˀ ˮল

ϗa

 ऌࠄ୕הପࢺࡿ ۺҜࢳ ିݣ

ϗa

 ୕הծ ଛ ۺҜ ɹ ୖی

ϗa

 ݡ୕ה۳ࡿ ̋ࢳ ୖস˒ ୕ۺ
 ̋ࢳ ࣌ۺˀୡ˒ ଟ˔նˀ վ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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ϗa

ֵ ߳ ۉ

ऎࢇࢺ

 ݡ̘୕ה۳ ୖস˒ ࡈࠏ ୕ۺ

ϗa

 ۟ݡ୕ה۳ ୖস˒ ࡈࠏ ୕ۺ

ϗa

 ऌࠄ୕הծ ࡅଛ ऌࠄۉୠࡿ ି ˒ݣࢴ
 ऌࠄۉ ࡿ୕הୠࢳ ɹ ୖی
 ऌࠄۉୠ ࢳ୕ה ࡿࢼהଢʹ

ϗa

 ୕הЩߣ ̘ॷࢺ ۺվԭ˒ ࢆ˅ࢼ ݢ

ϗa

 ۟ ࡿیࡧ୕ה ˀ ˒ݠࡅ
  یࡧ୕הˀ ̘ݠվԭ

ϗa

 ऌࠄࢺ ۉջ˒ ऌࠄଚ ऎ

ϗa

 ۟ ࡿیࡧ୕ה୕  ࡅ

ϗa

 ऌࠄ ࡿ୕הʾࢼࢳ ɹ ॴ
 ୕ה੧˅ ࡿ߳یѣ୕ࠧ ײԋٔߛ ۱ѣ

ϗa

 ऌࠄછ୕  ˚˔୕ה୕ۺ

ϗa

 ऌࠄۉ ࡿ୕הୠࢳ ʾࢼ୕ ऌࡒ

ϗa

  ࢳ୕הऌࠄ࢟۟˒ ѣٮݡԍғ ࢼ˅
 ࡧஆ ۟ୗʾࡿ ۟࢟ ࢳ୕ה

ϗa

 ːɻ ̘ ऌࠄࢴ ୕ۺ

ϗa

 ऌࠄࡿ ˯ࢼࢳ ˅ࢼ ە

ϗ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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