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문
화

예
술

재
단

 연
차

보
고

서
 2

0
1

9

제주문화예술재단

연차보고서 2019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nual Report







제주문화예술재단

연차보고서 2019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nual Report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개 2019 주요성과

주요연혁

비전·전략과제

조직현황

이사회

문화공간

2019 주요성과

1 2
09

10

11

12

13

16

C O N T E N T S



사업내용 재무현황

예술창작 기반 구축

예술지원 체계 구축

예술인 자립 기반 확대

예술공간 운영 전문화

청년문화예술 기반 강화

청년문화예술 성장 및 육성

청년활동 홍보 확대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마련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및 활성화

교육개발 및 연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산 및 재무현황

43
21

22

27

29

33

34

35

37

38

46

47

생활문화예술 기반 확대 

도민참여 활성화

문화계층 지원 확대

지역문화 가치 확산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지역문화 거점공간 활용

문화유산 보존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 및 홍보

지역문화 정책 네트워크

기관지 「삶과 문화」 발간

제주문화포털 ‘제주人놀다’

아트노크 ARTKNOCK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

50

51

54

55

56

64

66

71

72

74

75

76

77

79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개



08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1년 개원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 제주 문화예술 협치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즐거운 도민의 문화적 삶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소

대표번호

홈페이지

블 로 그 

페이스북

제주시 동광로 51

064-800-9191

http://www.jfac.kr 

https://jcaf9814.blog.me 

https://www.facebook.com/jejuartNculture

설립근거

설립목적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제주 정체성 확립  

·문화교류 사업을 통한 지역 간, 국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 마련

개  원  일 2001년 4월 25일

주요사업 예술창작 

기반구축

청년문화 

예술지원

생할문화예술 

기반 확대

지역문화 

가치 확산

문화예술

정책 연구 및

 홍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마련



09주요연혁

제9대 

고경대 이사장 취임

<예술공간 이아> 개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단 발대

제7대 

현승환 이사장 취임

제5대 

양영흠 이사장 취임

2014
8월

<산지천갤러리> 개관 

12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 선정
6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지정

법인 설립 허가 법인 등기, 제1대 

양창보 이사장 취임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원

12월

2000 
8월

2001 
1월 4월

부설 조형연구소 설립 

(2010.12. 폐지)

2002 
1월

제2대 

고영기 이사장 취임

2003 
8월

기관지

 「삶과 문화」 창간호 발행

12월

제3대 

김병택 이사장 취임

2005
7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발행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선정

2006 
5월

2007 
3월

제4대 

강영철 이사장 취임

7월

2009
12월

제6대 

김은석 이사장 취임

8월

부설 제주메세나운동본부 설립

(2016년 4월 이관 - 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

2011
12월

·문화바우처 우수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2013
1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회장 기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우수기관 표창

제8대 

박경훈 이사장 취임

8월

2015
12월

2016
5월

2017
5월

2018
9월

2010
8월

2017
3월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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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꽃 활짝 피우고 

문화 향기 가득한 제주

비전·전략과제

비전·전략과제

비전
문턱 없는 재단, 

제주 문화예술 플랫폼

미션

핵심
가치

창의
+

제주문화가치

항유
+

다양성

공존
+

소통

혁신
+

정교화

전략
목표

창의적 예술진흥을 통한

문화예술성 조성

조직 및 사업 운영의

지속적 혁신

전략
과제

·문화예술 자신발굴 및 활용 강화

·신규사업 및 모델 발굴 강화

·문화예술 생태계 자생력 강화

·비전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비전·전략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강화

·경영시스템 효율성 강화

·문화예술 정책기능 구축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중심 문화정책 및 사업구현

문화다양성 호혜공존의

문화정책 구현

+ + +



11조직현황 

조직현황

정원

구분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

정원  57명 47명 10명 -

현원  67명 40명 10명 17명

조직도
(2019년 12월 기준)

이사장

문화예술사업본부경영기획본부

기획 

조정팀

경영 

지원팀

예술 

창작팀

문화예술 

교육팀

생활·청년

문화팀

지역 

문화팀

이사회 감   사



12 이사회

이사회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2018. 9.27. ~ 2020. 1. 9.

이사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임기간

이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시장 재임기간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 재임기간

강정효 (사)제주민예총 이사장 2019. 1.20. ~ 2021. 1.19.

김가영 前 한국문인협회제주지회장 2019. 1.20. ~ 2021. 1.19.

김형진 성읍취타대음악감독 2019. 1.20. ~ 2021. 1.19.

부재호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2019. 1.20. ~ 2021. 1.19.

송윤규 前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19. 1.20. ~ 2021. 1.19.

윤봉택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대표 2019. 1.20. ~ 2021. 1.19.

홍진숙 제주문화포럼 원장 2019. 1.20. ~ 2021. 1.19.

양건 가우건축사 사무소 대표 2019. 3.  2. ~ 2021. 3.  1.

윤선숙 제주국악관현악단 지도위원 2019. 3.  2. ~ 2021. 3.  1.

하진의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2019. 3.  2. ~ 2021. 3.  1.

홍정호 한국관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2019. 3.  2. ~ 2021. 3.  1.

감사

양인정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장 재임기간

한정훈 공인회계사 한정훈사무소 대표 2019. 3.27. ~ 2021. 3.26.

(201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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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예술공간 이아

옛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예술공간 이아’는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공간’을 목적으로, 기획전시,

레지던시, 예술교육, 창의교육실·연습실 대관, 커뮤니티공간 운영 등을 통해 원도심 내 예술창작 거점이 되고,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064-800-9300

http://artspaceiaa.kr

산지천갤러리

산지천갤러리는 옛 여관 두 동(금성장, 녹수장)을 리노베이션하여 만든 문화공간으로, 2017년 12월 개관하였습니다. 

1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로, 2-3층에서는 다양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 공간으로, 4층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표작가 김수남의 상설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제주시 중앙로3길 36

064-725-1207~8

http://www.sjcgalle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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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곶 산양

옛 산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예술곶 산양’은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복합창작공간입니다. 또한 예술가와 주민 간 지역연계 프로

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070-8990-8200

http://sanyang.or.kr

김만덕 객주

김만덕은 조선 정조 때 제주에 5년간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구호한 의인입니다. ‘김만덕 객주’는 

그의 나눔과 기부정신을 잇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      소

연 락 처

제주시 임항로 68

064-726-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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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성과

·문화예술창작융자 확대

·창작준비금 민원서비스 제공 

·예술인 예술경영 컨설팅 제공

·예술인 자생력강화 워크숍 추진

예술인 자립 및 권익 보호 

통합시스템 구축

·공간특성화 및 생활문화 접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참여자 확대

·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확장 및 주민 협업체계 강화

· 유휴시설(예술곶 산양)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제주 김만덕객주 운영

문화공간 콘텐츠 확대 및 

주민과의 협업 체계 강화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국비공모  선정

   (청년연구원 12명 포함, 25명 연구진 활동)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인문/과학 

   융복합 교육콘텐츠 계발 및 확산 기반 마련

·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채용 지원

창의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확산

· 생활문화예술매개자 주도의 생활문화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협력, 생활문화예술 공연기획 

   및 캠페인 추진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부합동평가지표 

   S등급 달성

문화주체로서 도민의 생활문화

예술 활동 기반 확대

· 지원대상자 특성과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구조화

   - 진입형 : 청년예술 처음발표지원 

   - 성장육성형 :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 자립형 :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지원

·제주청년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연구

17

청년 문화예술활동 

선순환 구조 구축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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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지원 체계 구축

+ 예술인 자립 기반 확대

+ 예술공간 운영 전문화

예술가(단체)의 지속가능한 예술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예술가(단체)의 권익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통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술공간 이아’와 ‘산지천갤러리’는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문 예술공간으로써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 기반 구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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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대상       도내 예술가(단체)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 발표 활동비 지원 등

추진실적 및 성과

+ 도내 예술가(단체)의 창작·발표활동 지원현황

사업유형 건수 지원액

계 297 2,436,000

전문예술창작활동지원(A형 연례정기지원) 203 1,315,000

전문예술창작활동지원(B형 창작기획지원) 31 394,000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5 151,000

대안문화공간지원 11 46,000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5 59,000

예술 활력 프로젝트 지원 8 182,000

장애인예술가(단체) 창작활동지원 9 94,000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3 115,000

최초예술지원 10 30,000

제주원로예술가 회고사업 2 50,000

(단위: 천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제주 예술가와 단체의 작품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여, 다양

하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도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온라인 

의견 접수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 참여자
사업설명회 민원서비스

132건 7회 39명 4회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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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성과공유 포럼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지원 사업설명회 (제주시) 제주문화예술지원 사업설명회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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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작품 제작, 발표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공연장 - 공연예술단체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524,000천원

                 (지원금 : 498,000천원/ 지원건수 : 5건)

추진실적 및 성과

+ 공연·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한 공연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및 도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속적·체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재단-공연장-예술인(단체)’ 간 교류 채널 확대

+ 지원실적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아싸 작곡가의 인싸 명곡” 제주빌레앙상블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열두고개”

극단가람  “제주로 온 바보 호랑이”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드럽고 강한 우먼파워”

VIEW

신작·초연

작품 수

레퍼토리 

작품 수

퍼블릭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류·협력

프로그램
협력 워크숍

5작품(10회) 13작품(23회) 44명 46회 2회 6회



25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지원사업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거점을 확충하고 자생적 공간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설립(개관) 5년 이하의 신생 전문예술공연단체 및 공간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150,000천원

사업내용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의 작품 창작비, 운영경비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민간 공연예술공간의 지역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

+ 민간 영역의 문화 인프라 활성화 기여 

+ 지원실적 : 총 12건 / 지원금 114,000천원

신생 단체 “오퍼커션 앙상블” 행사 신생 단체 “광개토 제주예술단” 행사

신생 공간 “끌로드” 행사 신생 단체 “극단 공육사” 행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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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술인 
아카이브사업

작고·원로 예술인에 대한 오프라인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

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관리

하고 제주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예술인 5인(문기선, 양창보, 한기팔, 부현일, 강만보)

사업기간      2019년 8월 ~ 12월

사 업 비      90,000천원

사업내용      기존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예술인 5인에 대한 디지털아카이브 자료 구성

+ 아카이브 구축대상 자료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전수조사 및 지속적 사용권 동의서 확보 수행

아카이브 화면 1 아카이브 화면 2

아카이브 시연 설명회 1 아카이브 시연 설명회 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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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사업 창작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없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내 예술인(단체)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65,000천원

사업내용   ·문화예술 창작융자(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신청 대행 행정지원서비스

               ·예술경영 컨설팅(법률, 저작권, 회계, 홍보 등 자문서비스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

+ 문화예술창작융자금 이자 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동 실적

※ 이자총액 : 36,722천원 (‘17년~’18년 10,557천원 + ‘19년 26,165천원)

구분
‘17년도~’19년도 누적액

‘19년 이자지원액
건수 융자지원액

계 23 733,900 26,165

시설자금 4 250,000 11,586

운영자금 19 483,900 14,579

(단위:천원)

교육, 워크숍 등 행정지원(민원서비스)

저작권, 계약, 

성폭력 예방교육 등
창작준비금

공연, 시각 

기획워크숍 등
예술활동증명

3회 57명2회 11명

예술경영

컨설팅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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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민원서비스 
홍보물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웹자보

2019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웹 홍보물

창작준비금 민원서비스 예비예술인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제주대학교)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현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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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간 이아 예술공간 이아는 전시실, 창작스튜디오, 창의교육실, 연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간운영과 기획·초청 및 대관전시, 교육프로그램, 

지역커뮤니티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술창작의 거점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662,000천원 

공간현황   ·위치 : 제주시 중앙로14길 21(삼도이동) 예술공간 이아

               ·규모 : 지하 1층, 지상3·4층, 연면적 2,462.59㎡

이용시간       10:00~22:00     ※ 전시실(B1) : 10: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사업내용   ·프로그램 : 전시, 레지던시, 교육 등

               ·공간운영 : 커뮤니티 공간운영, 전시실 및 시설대관

추진실적 및 성과

+ 지역거점 예술공간 특성화 콘텐츠 확대

   ·공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자도 및 아트상품 제작 

   ·원도심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공간기능(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예술축제<일상, 겨를> 추진 

+ 연결과 확장을 기반으로 한 공간맞춤형 문화서비스 강화 

   ·내부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연결과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단절된 공간 내(1~3층) 작품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진입장벽 완화

+ 정량실적

구분 전시운영일수 프로그램 수
(건수)

회차 참여자수
(관람객)

비고

프로그램

기획·초청전시 72 4 4,268명

레지던시 7팀 25명

국제교류 3명
파견1명

입주2명

교육 18 84 5,289명

지역연계 3 46 1,170명

예술축제 1,118명 2일

기타 884명 삼도풍류축제

대관

전시실 143 16 6,843명

창의교육실 327 6,465명

연습실 244 5,070명

기타
운영위원회 4
원도심 5개동 주민 간담회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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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튜디오 예술축제 체험 프로그램 예술축제 갈라콘서트

기획전시 “경계의 감각” 1 기획전시 “경계의 감각” 2 기획전시 “이아~! 갤러리 속 놀이터”

주말학교 “아빠와 건축교실” 지역연계 프로그램 “삼촌할망 인생나눔교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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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갤러리 사진사적 성취를 이룬 제주 출신 작고작가 김수남(1949~2006)의 기증작품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선보이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기능하는 한편 산지천의 역사성 및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통해  산지천을 예술적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지역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4월 ~ 12월

사 업 비       320,000천원

공간현황       ·위치 : 제주시 중앙로 3길 36(일도1동)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18.75㎡

이용시간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사업내용       갤러리 관리운영,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전문예술공간으로서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한 전시 기획 운영

   ·김수남 작가의 기증작품을 활용한 상설 전시 및 산지천갤러리의 역사성·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전시기획 지원

   ·1층 커뮤니티 공간에 ‘공간잇기 프로젝트’를 실시, 외부에서 내부로의 관람객 방문 유도, 전문예술공간으로서의 인식 제고

+ 갤러리운영

+ 코워킹스페이스 이용객수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예술가 및 지역주민과의 공유기능 강화

   ·갤러리 전시 연계 행사(교육, 공연 등)을 통해 갤러리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문화예술향유 증대에 노력

전시횟수 관람객수

14건 24,125명

8월

744명

11월

762명

12월

712명

합계

4,051명

9월

567명

10월

1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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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전시연계 프로그램 : 예술로 산지천을 노닐다 지역연계 프로그램 : 뮤지엄나이트

지역연계 프로그램 : 뮤지엄나이트



+ 청년문화예술 성장 및 육성

+ 청년활동 홍보 확대

차세대 청년문화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트너십 개발을 통해 활동·교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 기반 강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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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가 및 기획자를 위한 성장·육성·    

교류·매개 지원을 통해 청년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도내 청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내용      공모지원사업(4개 유형), 기획사업(4개 유형), 연구사업(1개 유형)

추진실적 및 성과

+ 경쟁력 있는 제주청년예술인력 발굴 및 육성 

+ 청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한 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역할 확대 

+ 지원실적 : 총 9개 유형 / 지원금 377,000천원

VIEW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사업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전시회 “예술로 항해하기”

사업유형 구분 예산현황 지원건수

계 377,000 20

1 청년예술 처음발표지원

공모

15,000 3

2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50,000 5

3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지원 27,910 7

4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지원 99,932 5

5 청년문화 아지트프로그램

기획

40,000 -

6 청년문화 포털서비스 52,000 -

7 청년문화예술 콘텐츠펀딩 26,000 -

8 성과공유전시회 (예술로항해하기) 31,158 -

9 제주청년문화예술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연구 35,0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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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제주대표 청년 공연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제주형(型) 

청년문화 사절단을 양성하고 청년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

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내 예술인(단체)

사업기간      2019년 4월 ~ 12월

사 업 비      100,000천원

사업내용      제주를 알리는 공익적 활동을 통한 지원금 지급, 전문협력기획사와 연계하여 문화사절단의 도·내외 공연활동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예술적 기량 및 특정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청년예술단체 발굴

+ 제주를 알리는 공익적 활동을 통해 청년예술인(단체)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기반 마련 및 창작활동 고취 

+ 지원실적 : 총 2팀(12명) / 지원금 58,800천원 / 총 5회 공연

+ 섭외공연

회차
공연명

(개최일자)
주관 집객 공연장소 공연개요

1
스테핑스톤

(7.13.)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조직위
1500명 함덕해수욕장

16년째 진행되는 제주의

음악 페스티벌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됨

2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7.27 ~7.30.)
제주시 800명 탑동해변공연장

26회를 맞이하는 제주시 주관 도민을 

위한 예술축제

3

탐라국문화

사절단

(8.30.)

생기

스튜디오
50명 생기스튜디오

홍대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합동공연을 처음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4

부산바다미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10.15.)

(사)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150명 다대포해수욕장

1981년을 시작으로, 2년에 한번 열리는 

부산비엔날레의 한 프로그램으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전시를 

배경으로 개최되는 공연

5

전국문화

활동가대회

(11.15~11.18.)

(재)울산

문화재단
500명 울산 장생포

2016년을 시작으로 전국각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가지는 자리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공연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 

청년활동 홍보 확대



36 청년활동 홍보 확대

VIEW

청년문화사절단1 청년문화사절단2

청년문화사절단3 청년문화사절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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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및 활성화

+ 교육개발 및 연구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개성이 존중되고 서로 다름이 이해되어야 하는 이 시대,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과 소통능력의 원천이라 

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을, 단절보다는 소통을, 기량보다는 창의력을 키워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마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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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①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문화

예술을 통해 교육 참여자의 소통과 창의적 능력을 향상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6항에 의해 2009년 3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민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327,400천원

사업내용    ·생애주기, 계층별 맞춤형 교육·다양화(꿈다락,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역생태계 구축(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활동가 네트워킹 활성화, 캠페인, 지역거점 조성사업)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및 인력양성(문화예술 인력양성 연수, 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학교, 문화기반시설, 교육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역량강화

+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공간 확대 및 지원 

+ 추진일정

구분 기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활동가 네트워킹 활성화사업 ‘육교(育橋)’ 7월 ~ 10월

문화예술교육거점조성사업 ‘디딤돌’ 5월 ~ 12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4월 ~ 11월

문화예술교육인력양성사업 8월 ~ 12월

정보인프라구축 및 홍보
제주문화예술교육홈페이지 운영 1월 ~ 12월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ARTReachDay’ 캠페인 11월 ~ 12월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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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실적

프로그램명 횟수 인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문화예술교육활동가 네트워킹 활성화사업 ‘육교(育橋)’ 3회 74명

문화예술교육거점조성사업 ‘디딤돌’ 7개 작은 도서관 지원 292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지원사업 7개 단체 42명

 문화예술교육인력양성사업 2회 42명

정보인프라구축

및 홍보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상시 -

문화예술교육인식 확산을 위한

‘ARTReachDay’ 캠페인
홍보물품 설치 15개소 -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개프로그램 3회보급 46명

VIEW

문화예술교육 보급사업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ARTReach' 캠페인

문화예술교육 거점조성 사업 '디딤돌’ 문화예술교육활동가 네트워킹 활성화사업 '육교(育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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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교육기간 : 3월 ~ 11월)

사 업 비      555,000천원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문화기반시설

지원규모      18,000천원 ~ 38,000천원

사업 추진체계

추진실적 및 성과

+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사업의 방향과 가치를 함께 논의하여 개선 요소 도출 및 프로

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제주도민과 공유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노는게 예술이네!’ 추진

+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꿈다락토요문화학교기획사업 ‘예술로 상상 #일상편’ 추진

+ 추진과정 

차별화된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화예술교육 단체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기획사업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구분 사 업 명 진행기간 비고

1 사업설명회 1. 30.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2  1차 심사
2. 24. ~ 25. 45개 지원신청단체

3  2차 심사

4 정산 워크숍 3.   6. 20개 선정단체

5 기획 워크숍 3. 12. 20개 선정단체 · 4개 미선정단체

6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5. 26.
20개 선정단체

도민 1,000여명 참여

7 컨설팅 9.   9. 20개 선정단체

8 기획사업 9월 ~ 10월 5개 프로그램

9 역량강화 워크숍 11. 27. 20개 선정단체

10 모니터링 7월 ~ 11월 
1차 모니터링(현장, 서면)

2차 모니터링(현장)

11 성과공유워크숍 12. 19. 20개 선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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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실적

참여자 수

교육대상 강사

745 138

프로그램

42

운영단체

20

지원금(천원)

515,000

컨설팅 수

6

섬아트문화연구소 ‘무당벌레 예술텃밭 프로젝트2’

섬아트문화연구소

‘무당벌레 예술텃밭 프로젝트2’

이마고미술치료연구소 ‘제주의 수호神!! 거대인형을 찾아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노는게 예술이네!’

기획사업 ‘예술로 상상 #일상편’ 역량강화 워크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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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③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이 지속

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

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민 ※아동·청소년 제외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교육기간 : 3월~11월)

사 업 비     190,400천원

사업내용    ·일반공모 : 지역 및 학습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획공모 :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 자원(생태, 제주어, 설화, 역사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문화기반시설

지원규모       15,000천원~27,000천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지역중심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사업모델 구축

+ 제주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의 지역성,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 추진과정

구분 사 업 명 진행기간 비고

1 사업설명회 1. 30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2 1차 심사
2. 24. ~ 25. 34개 지원신청단체

3 2차 심사

4 정산 워크숍 3.   6. 9개 선정단체

5 기획 워크숍 3. 12.

9개 선정단체 · 3개 미선정단체6 컨설팅 9.   9.

7 역량강화 워크숍 11.  6.

8 모니터링 7월 ~ 11월  
1차 모니터링(현장, 서면)

2차 모니터링(현장)

9 성과공유워크숍 12. 19. 9개 선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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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실적

프로그램

13

운영단체

9

지원금(천원)

190,000

컨설팅 수

6

참여자 수

교육대상 강사

260 54

작은공연예술가 ‘제주엄마재주엄마’ 상상창고 숨 ‘해안놀이학교 살림공작소’

<2019 특별부록>’

비영리단체 배움밧 ‘나무로 만나는 제주와 나’

제주춤예술원 ‘춤추는 배냇저고리 프로젝트’

제주라라연구소 ‘신촌알기 프로젝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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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봉아름작은도서관 수업사진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수업사진 제주옹기숨미술관 수업사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영·유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기반시설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으로 누리

과정과 차별화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200,000천원

사업내용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의 영·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참여진의 유아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획워크숍 개최

              ·영·유아기관의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제주도내 문화시설

지원규모       최대 40,000천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의 영·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 5곳의 영·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문화기반시설 대상 컨설팅 진행 : 총 10회

+ 프로그램 참여진 대상 기획워크숍 진행 : 총 3회

+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기관 수 : 총 29개

+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및 유아교사 수 : 영·유아 580명, 유아교사 90명

+ 정량실적

참여기관수

5개

참여 영·유아기관수

29개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580명

프로그램 참여 유아교사

90명

컨설팅 횟수

10회

기획워크숍 

3회



45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원 장애인의 생활과 삶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생각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문화예술가를 양성

하여 사회에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내 장애인문화예술교육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300,000천원

사업내용     ·제주도내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시설·단체의 기획자와 프로그램 참여진 대상 역량강화워크숍 진행

지원대상       제주도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활동 실적이 1년이상 있는 기관 혹은 단체

지원규모       최대 40,000천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선정 : 총 14곳, 지원금 230,000천원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 27회, 컨설팅 4회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수 : 193명 

+ 정량실적

참여기관·단체수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수 모니터링 횟수 컨설팅 횟수

14곳 193명 27회 4회

VIEW

제주아이특별한아이 수업사진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수업사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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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창의생태랩 시범운영 인문랩 시범운영 전체워크숍

교육개발 및 연구 지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제주도의 유산(생태), 제주인의 문화(인문), 창조적 표현수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과 융합하고 통합 개발화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융·복합, 지역문화자원 연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와 예술교육자 양성기회 마련

               ·제주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창의적 자원 발굴과 선순환 구조 조성

사업대상      문화예술계(정책, 교육, 과학기술 등) 전문가 및 청년, 지역민

사업기간      2019년 2월 ~ 12월

사 업 비      400,000천원

사업내용     ·사람중심의 인문학, 혁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R&D 추진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과 확산을 위한 지역 기반 마련

               ·청년 예술(교육)가의 교육 역량 강화와 문화예술교육 협업 네트워크 활성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의 생태환경, 사람 중심의 인문학, 혁신 기술과학을 활용한 ‘제주 창의예술교육 발전소 J-ART(R&D와 D&I랩) 추진,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과 확산을 위한 지역 기반 마련

+  지역 자원 기반의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문화예술 이외의 장르(기술, 인문, 생태 등)와 융합한 교육 개발 및 

실행 지원

+ 청년 예술(교육)가의 교육 역량 강화와 문화예술교육 고도화, 청년예술(교육)가들의 문화예술교육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 정량실적 

구성원 운영내용

R&D D&I

연구원 랩장
청년

연구원
과학
기술

예술
강사

자문
협력
기관

4 5 13 13 9 8 2

회의
전체

워크숍
스페셜
DAY

모니터링

시범

R&D D&I 횟수 참여자

22 183 4 3 97 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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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대상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105,000천원

사업내용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교류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타 지역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및 인턴과 교류 워크숍을 통한 인턴 역량강화

지원대상       문화기반시설 3개소

지원규모       기관당 최대 30,273천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 3개소 선정 (국립 1개소, 공립 1개소, 사립 1개소)

  ·문화기반시설 3개소의 채용된 인턴 인건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프로그램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 진행 : 개발단계 2회, 실행단계 2회 진행

+ 시설 관계자 및 인턴 대상 역량강화워크숍 개최 : 1회

+ 특수학급 학생, 영유아, 중장년층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기틀 마련

+ 정량실적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일자리 및   

일거리 창출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함양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시설 

3개소

국립제주박물관

1,135명

서귀포문화원

220명

갓전시관

200명

수혜자

VIEW

국립제주박물관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국립제주박물관 ‘찾아가는 실버행복충전소’ 문화원 ‘소리와 몸짓으로 제주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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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인력의 지속적 양성·발굴을 위해 2017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동주관으로 운영

하며, 제주의 특성을 살린 실험적인 문화기획 교육과정을 

통해 총 21명의 문화기획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도내 예비 문화기획(매개)자 21명

사업기간      2019년 4월 ~ 12월

사 업 비      150,000천원

사업내용        문화기획(매개)자 양성을 위한 이론·실행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기획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총 4개 과정

+  프로젝트 비용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생 주도 프로젝트 기획·실행 기회 제공 : 총 4개 프로젝트 개최

+  도내·외 문화기획(매개)자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총 5회

+  사업 성과공유 및 결과발표를 위한 아카이빙 전시 개최 : 총 1회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문화기획(매개)자 : 총 21명 배출

+  정량실적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실행 네트워킹 결과발표

오리엔

테이션

공통

이론교육

기획안

발표

분반

교육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수료생

교류

프로그램

아카이빙

전시

도외

워크숍

1회 18회 2회 48시수 4개 21,000천원 5회 1회 21명1회

VIEW

공통이론교육 분반교육 프로젝트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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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대상      도내·외 문화기획(매개) 분야 1년 이상 활동가 22명

사업기간      2019년 4월 ~ 12월

사 업 비      130,000천원

사업내용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과정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 현안과제를 관찰하고 문화적 발굴을 위한 지역 특화과정 운영 : 총 4개 과정

+ 지역 유관기관간 문화적 매개 확대를 위한 협약체결 : 총 2개 기관

+ 문화적 일거리 연계를 통한 교육생 주도의 프로젝트 기획·실행 기회 제공 : 총 3개 프로젝트 개최

+ 도내·외 문화기획(매개)자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총 4회

+ 우수 사업기획안 선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총 1건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문화기획(매개) 전문인력 : 총 22명 배출

+ 정량실적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2019-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지역

주관기관 선정에 따른 문화인력 양성과정의 단계별 체계화가 본격화 

됨에 따라, 현장 실무중심의 ‘심화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여 제주의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총 2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오리엔

테이션

1회

공통

이론교육

16회

기획안

발표

2회

분반

교육

46시수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실행

3개

지원금

28,600천원

네트워킹 결과발표

수료생
교류

프로그램

아카이빙

전시

4회 1회 22명

도외

워크숍

1회

VIEW

기획서실습 및 발표 수료식 프로젝트 실행



+ 도민참여 활성화

+ 문화계층 지원 확대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예술 기반 확대

04



51도민참여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통해 생활밀착형 

으로 문화향유 확대

사업대상      제주도민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500,000천원

사업내용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 
지원 사업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 공동체 모임을 장려하고, 도민 참여·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하였습

니다.

사업명    주요내용

최초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창립기에 해당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 참여기회 확대

·단체당 최대 200만원이내 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도민 주체적 문화예술 및 향유목적의 활동지원

·생활 속에서 주체적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단체당 최대 400만원이내 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전문강사지원

·예술동호회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 예술 강사비 지원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가치 확산

·단체당 최대 300만원이내 지원

제주형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수립 계획 연구

·제주 생활문화예술생태계에  맞는 제주형 생활문화예술 방안 도출

·제주형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연도별 로드맵 구축

생활문화활성화기획프로젝트
·생활문화 커뮤니티 및 일상 속 문화 활동 확대

·생활문화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성과

구분 추진실적 사업성과

활동지원
·총 100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 300백만 원 지원

·도민의 생활문화 참여활동 확대

·도민 문화향유 질적 제고 개선

교류지원

·2019 위(WE)대한 생활문화예술 “일상 속 예술, 생활 속 즐거움”

   - 도내 36개 단체 참여

   - 전시 : 19.10.2.~10.6.(예술공간 이아)

   - 공연 : 19.10.11.~10.12.(제주시 북수구광장)

   - 관람객 수 : 약 1,100명 관람

· 일상 소재를 다양한 표현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참여 동호회 주체성 강화

·동호회 발표와 교류의 장 마련

·내일의 생활문화예술활동

   - 3개월 간 총 6회차 진행

   -  생활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도외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 생활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지역민을 

참여자로 이끌어 생활문화 확산

연구 ·제주형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수립 계획 연구
· 2020년~2024년 5년간 제주형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체계 마련

홍보

·생활문화예술 캠페인

   -  생활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활용한 지역 

      밀착형 로드캠페인 진행

· 밀착형 로드 캠페인 진행으로 

생활문화예술활동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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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생활프로젝트 1

생활문화 참여 향유 활동지원사업 3

생활프로젝트 2

생활문화 참여 향유 활동지원사업 1

생활문화 참여 향유 활동지원사업 2

도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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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광장 지역 연계 
프로그램운영 사업

도내 원도심 일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및 플리마켓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주 생활문화예술 활동 공간 자리매김 및 원도심 일대 활성화에 기여

사업기간      2019년 8월 ~ 12월

사 업 비      20,000천원

사업내용   ·탐라문화광장 일대 지역문화예술 플리마켓 운영 

              ·탐라문화광장 일대 거리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거리 공연을 통해 발표의 장을 마련

추진실적 및 성과

+ 문화체험 프로그램 10회 운영(8.24.~11.2.)

  ·마을 부녀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주민과 방문자간 소통의 장 마련

  ·체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 약 260명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진행(8.14.~11.30.)

  ·총 120개 콘텐츠 제작(영상 12건 제작 포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VIEW

탐라문화광장 지역 연계프로그램 1 탐라문화광장 지역 연계프로그램 2 탐라문화광장 지역 연계프로그램 3



54 문화계층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1,916,490천원

사업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당 8만원)’ 발급·이용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정부 합동평가 지표 목표 달성 : 예산 집행률 93.09%

  ·합동평가 지표 : 예산 집행률 시部 85%, 도部 80%

+ 가맹점 발굴 및 관리

  ·신규 가맹점 발굴 40개소

  ·도내 등록 가맹점 26개소 현장 모니터링 및 숙박가맹점 전수조사를 통한 휴·폐업 가맹점 해지

+ 도내 축제시 문화누리카드 홍보부스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버스랩핑 광고, 가맹점 책자 및 고령자용 전단지 제작·배포 등

+ 플러스서비스 시행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단체 이용시 관람비 일부, 간식, 버스 지원

+ 정량실적

27,756명

대상자

22,906매

발급매수

1,832,480천원

발급액

1,668,385천원

이용액

102.25%

발급률 이용률

93.09%

VIEW

문화누리카드 카드뉴스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버스랩핑 광고 탐라문화제 홍보부스

문화누리카드 카드뉴스



+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 지역문화 거점공간 활용

+ 문화유산 보존

제주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여 제주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가치 확산

05



56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공공미술작품정비사업 도내 산재한 공공미술작품을 조사하고, 작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미술작품의 복원·정비·철거·활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문화자원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사 업 비      200,000천원

사업내용   ·공공미술작품 우선정비대상 선정(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정비를 위한 철거 및 보수 실시설계 용역 시행

              ·공공미술작품 아카이브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우선 정비대상 선정(제주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작품)

+ 선정 작품에 대한 철거 및 보수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입찰 ▶ 철거사업은 2020년 시행

VIEW

우선정비대성 선정 터미널 공공미술작품 터미널 공공미술작품 철거 작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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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에 창의성과 활용성을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자원순환에 필요한 

도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사 업 비      100,000천원

사업내용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및 홍보 캠페인 운영

              ·업사이클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전환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실적 : 5개 기관 14회 185명 참여

  ·찾아오는 업사이클링 실적 : 6회 90명 참여

+ 일상 속 폐자원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창작활동을 확산하여 도민의 창의력 강화와 문화욕구 충족

  ·제주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얼랑핀칙 쓰레기展’ 개최(9. 3.(화) ~ 9. 8.(일)) 1,060명 참여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찾아오는 교육프로그램 냄비받침, 머리핀 만들기현황

찾아오는 교육프로그램 종이팽이 오래돌리기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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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200,000천원

사업내용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야간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문화재 활용 사업 기반 마련으로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 7夜 7개 프로그램 / 관람객수 2,000명

문화재야행사업 보존에 중점을 두었던 문화재정책을 넘어, 생활 속에 살아 

있는 제주 원도심 문화유산 자원 활용을 통해 부족한 제주의 

야간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분 시간
프로그램

장소
9.20.(금) 9.21.(토) 9.22.(일)

아경 18:00~22:00 화려한 조명 아래 보는 제주문화재 제주목관아 및 관덕정

야로 18:00~19:30 제주목사의 잃어버린 선물을 찾아라 – 원도심 RPG 제주목관아 및 원도심 일대

야사 18:30~19:20 박경훈 작가 박시백 작가 김동현 문학평론가
연희각

(9.21, 9.22은 

태풍 관계로 

산지천갤러리에서 진행)

야설

19:30~20:00 사려니 홍조밴드 컴퍼니랑

20:00~20:30 양지은 컴퍼니랑 소리께떼

20:30~21:00 아라댄스컴퍼니 샘김 사우스카니발

야시
18:00~21:00

제주보부상들의 예술장터 관덕정 앞 광장

캘리그라피, 민화 등 예술체험 홍화각 앞

19:30~21:00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망경루, 영주협당

야식 18:00~21:00 제주전통음식 및 음료 이벤트 관덕정 앞 광장

야화 10:00~22:00 제주무형문화재 사진전(9.12.~9.22.) 산지천갤러리

VIEW

제주문화재야행 1 제주문화재야행 2 제주문화재야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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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대상        도내 초·중학생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20,000천원

사업내용       도내 초·중학교 선정 후 제주문화유산 현장탐방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 신화, 역사유적, 자연유산을 주제로 하는 현장탐방 프로그램

  ·총 10회, 5개교, 510명 참여(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제주문화유산 현장탐방 
프로그램

제주신화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와 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연번 지역 학교명 학년 학급 인원 수 교육일수

1 제주시 도리초등학교 3~6 8 198명(20명) 6일

2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5 3 76명(3명) 1일

3 제주시 구좌읍 세화중학교 1 3 52명(6명) 1일

4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학교 3 6 105명(15명) 1일

5 제주시 한경면 저청중학교 1~3 3 26명(9명) 1일

계 23학급 457명(53명) 10일

세화중학교 학생들의 본향당 탐방 오라초등학교 학생들의 4.3평화기념관 탐방 저청중학교 학생들의 향교 탐방

도리초등학교 학생들의 고산선사유적지 탐방 도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포제단 탐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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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2월 ~ 12월

사 업 비      45,000천원

사업내용        해녀문화 관련 일본아마와의 교류 및 프로그램 사례 탐방 등

추진실적 및 성과

+ 지역 어촌계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체험으로 해녀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례 탐방 및 방안 모색

  ·일본아마마쯔리 프로그램 참가 : 3박 4일, 16명 참가

+ 실질적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기회 및 논의의 장 마련

  ·일본아마서밋 참가 및 해녀ㆍ해양 프로그램 답사 : 4박 5일, 6명 참가

일본 아마마을 
해녀문화 교류사업

제주해녀와 일본아마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일 해녀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 공유를 통해 해녀문화 보존·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마마쯔리란?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며 바다에서 희생 된 분들을 추모하는 축제로 일본 아마 전통 의상인 

‘이소기’를 입은 100여명의 해녀들이 밤에 바다에 횃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세리모니가 백미

일본 아마서밋이란?
일본 ‘아마진흥협의회’가 주최하는 포럼으로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아마 문화 보존·

계승을 목표로 하는 행사

일본아마서밋 참여사진 출향해녀 간담회

VIEW

일본아마마쯔리 세리모니 일본아마마쯔리 참여해녀 일본아마서밋 제주해녀협회장 토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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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2016.12월) 제주 해녀문화 가치 확산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도내 예술인(단체)의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사업대상        제주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사 업 비        280,000천원

사업내용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우수예술 창작 작품 발표 지원

                 – 일반 공모를 통한 전문예술 창작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의 특색있는 해녀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

+ 지원실적 : 19건 / 지원액 : 217,000천원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제주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가(단체)들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제주해녀문화 가치를 제고 시키고 인식을 확산

하고자 했습니다.

해녀문화(고용석) 해녀문화(이연심)

해녀문화(제주춤예술원) 1 해녀문화(제주춤예술원) 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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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대상        해녀로만 구성된 문화예술단체(동호회)

사업기간        2019년 2월 ~ 12월 

사 업 비      80,000천원

지     원     ·해녀문화예술 동호회 공모지원               

               ·해녀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강사 파견

추진실적 및 성과

+ 도내 해녀의 문화예술 활동 독려

  ·총 6개 단체 지원, 지원금 57백만 원

  ·총 1개 단체 문화예술 강사 파견, 총 40시수

+ 도민·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정량실적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해녀단체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해녀가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창작,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에게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단체수 지원금 공연 횟수 관람객수

6개 57,000천원 24회 2,000명

VIEW

남원해녀회 무용강의 대평해녀공연단 정기공연

도두해녀합창단 오래물축제공연 하도해녀합창단 국회공연 한수풀해녀노래보존회 어버이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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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해녀문화 소재의 우수작품 발표 기회 확대 및 해녀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사업대상        예술가(단체) 및 도민

사업기간        2019. 3월 ~ 12월 

사 업 비      100,000천원

사업내용        해녀·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 전시, 만들기체험, 참여이벤트 등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전문적인 행사 기획, 운영을 통한 양질의 ‘제주 해녀문화’ 관련 콘텐츠 제공 및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관람기회 제공

+ 도내 예술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단체 간 교류 및 협업도모 기회 확대

+ 세부 프로그램

해녀문화 창작발표회 
운영사업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가(단체)

들의 창작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연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체험(만들기)프로그램 참여이벤트 기타

무용, 제주어 가수, 

스카밴드, 살사 등 

작품 전시, 

작가와의 만남

해녀테왁, 무지개 

소라 만들기 등

해녀 인형뽑기, 

보물찾기 등

도르라트럭 공연, 

SNS 인증이벤트 등

6개 2개 3개 4개 4개

VIEW

제주시티발레단 공연 제주어가수 양정원 공연 해녀 테왁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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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258,600천원

사업내용     ·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문화재청 공모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관 프로그램 운영

                ·무형문화재 전통학교 운영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추진실적 및 성과

+ 제주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의 거점으로 전수교육관 적극적 활용

+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활용도 강화로 방문객수 증가

+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의무 충족을 위한 지원

+ 정량실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전승활성화 사업

무형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 및 일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무형문화재 향유 및 

전승 거점으로서의 전수교육관 활용도를 강화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전수관 프로그램 전통학교 공개시연

강의 수강생 전시 관람객 강의 수강생 강의 수강생 시연 관람객

18회 108명 1회 300명 84회 290명 16회 30명 27회 156,500명

VIEW

활성화사업(고분양태) 활성화사업(갓전시관) 공개시연(합동공개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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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129,000천원

사업내용     ·김만덕객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김만덕객주 초가지붕 개량

               ·문화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및 성과

+ 김만덕객주 시설물 관리 :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김만덕객주 관람환경 개선 

   ·초기지붕 개량 작업

   ·문화유산해설사 사무공간 정비

   ·돌담 정비

+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김만덕객주 활성화 도모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객주라는 역사적 실체 재현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 및 활용

+ 문화프로그램 총 8회 진행 / 관람객수 470명

제주김만덕객주 운영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김만덕객주 운영을 

통해 원도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VIEW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 1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 2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 3 김만덕객주 문화프로그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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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500,000천원

사업내용        역사문화재 348개소 중 184개소 및 비지정문화재 1개소 일상관리

추진실적 및 성과

+ 문화재 일상관리 현황

  ·상시근로자 문화재 일상관리 실적 : 1,275회

  ·단시간 근로자 문화재(향사당. 환해장성 등) 일상관리 실적 : 2,242건

+ 마을과의 협약을 통한 일상관리 현황

  ·월평마을회 등 27개 마을협약, 일상관리 163건

+ 문화재 보존, 활용 프로그램 정비

  ·제주문화재 아카이브 웹시스템 이전 및 콘텐츠 정비 : 정비 1,103건, 표본추출 검수 215건, 분류 108건

+  마을문화재 일상관리 중 환해장성 훼손하는 현장에 대한 발견 및 조치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강화 등 문화유산과 보존에 대한   

인식확산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마을주민 중심 문화재 일상 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자생적 

문화재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과 마을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VIEW

향사당(일상관리대상)

강운봉 가옥 일상관리

내도동 방사탑 주변정리

추자도 최영장군 사당 일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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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80,000천원

사업내용        송당본향당의 4대 제일 재현

추진실적 및 성과

+ 전통문화 복원을 통한 전승기반 마련

  ·신과세제 (음력 1.13./ 양력 2.17.)

  ·영등제 (음력 2.13./ 양력 3.19.)

  ·마불림제 (음력 7.13./ 양력 8.13.)

  ·시만곡대제 (음력 10.13./ 양력 11.9.)

+ 정량실적

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마을제 의식재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송당마을제 4대 

제일(祭日) 재현사업을 통해 전승 주체인 마을주민과 심방의 

전승의욕 고취 및 제주 전승문화의 대중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불림제 백중제

신과세제 1 신과세제 2

VIEW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300명 10명 1,00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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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상문화재     역사문화재 298개소

                 ※ 국가지정 18개소 등록문화재 22개소 도지정 199개소 향토유형유산 59개소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438,554천원

사업내용        문화재 모니터링·경미수리·일상관리

추진실적 및 성과

+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안정적 운영을 통한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훼손사항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전문·긴급모니터링 실시

  ·전문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하여 문화재 훼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화재 훼손신고 접수 건수 44건 100% 처리

  ·경미한 문화재 훼손 수리 및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관리 실시

+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연재해 발생 전 계획 수립 및 문화재 점검, 발생 후 긴급모니터링을 통한 훼손사항 파악 및 경미수리 실시

  ·문화재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및 2급 자격 취득(6명)

+ 교육 참여 및 실시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세척, 성곽·매장문화재 등 모니터링, 미장·번와 등 경미수리, 행정실무교육 등 총 11회 교육 참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초청한 자체교육 실시(2회)

+ 정량실적

  ·문화재 관리 총괄 실적

역사문화재돌봄사업 제주도내 역사문화재 29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경미수리·일상관리 등 상시 관리를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정기 긴급 전문

617 95 65

경미수리

277

일상관리

921

  ·문화재 민원 및 훼손 처리 실적
처리내용

경미수리 일상관리 지자체 보고

22 20 2

신고접수

44



69

VIEW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동굴진시, 주변 시설물 보수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창호보수

변효정 가옥, 도배작업 변효정가옥, 전문모니터링

한동환해장성, 정기모니터링 삼사석, 담장넝쿨제거

신산환해장성, 제초작업 자체교육(소목교육)



70 문화유산 보존

유휴시설(구,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유휴시설(구, 산양초)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망예술가를 육성하고, 도민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젝트, 지역축제 기획, 운영 등을 통해 예술가와 

도민이 예술을 함께 나누는 예술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660,000천원

사업내용     ·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커뮤니티 공간, 입주작가 숙소 등 조성

               · 공간 운영방향 설계 및 조성 과정 아카이브 등 2020년 개관 준비

추진실적 및 성과

+ 창작스튜디오(7실), 전시실, 커뮤니티 공간, 숙소(7개실, 식당 1실) 등 조성

+ 타 시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사례 조사(2회)

+ 산양리 역사, 구)산양초 자료,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과정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관, 아카이브 기획전 설치

+ 공간 운영 방향 설계를 위한 연구 및 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주민간담회,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공간 명칭 선정을 위한 도민 대상 명칭 공모 실시 및 CI(Corporate Identity) 개발

+ 정량실적

라운드테이블 등 추진횟수 온라인 설문 참여 인원 도민 대상 명칭 공모 참여 건수

4회 384명
※ 예술가 126명 / 도민 258명

33건

관계자라운드테이블 아카이브관

최종CI주민간담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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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 정책 네트워크

+ 기관지 「삶과 문화」 발간

+ 제주문화포털 ‘제주人놀다’

+ 아트노크 ARTKNOCK

+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

다양한 문화예술계 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공유 및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서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맞춰 지원정책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

예술 이슈에 대한 도민과 예술가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정보를 

관리·기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예술 정책 네트워크 및 홍보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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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문화 주체와의 네트워크(재단 중기 문화예술사업 추진전략 수립 과정 일환) 

지역문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노력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 공동 선언

  ·한광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참여

  ·재단 직원 공동 연수 참여 지원(3회)

  ·한광연 부설 문화정책연구소 운영 지원

■ 도 문화정책 워킹그룹(문화정책과)

  ·도민 밀착형 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문화정책 워킹그룹 참여

  ·문화예술분야 분과회의(8회)를 통해 기초예술분야 5개 사업과제 제안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토론회

  ·일시 : 2019. 9. 17.

  ·장소 :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내용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지역 의견 청취

지역문화 정책 네트워크 제주지역문화정책기관으로서 지역의 문화주체들과 협력

하여 제주문화예술의 발전방향과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건명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JFAC 미래사업 

전략워크숍

10.31.

(1부)10:00

(2부)14:00

예술공간 

이아

문화주체 주도의 제주문화 미래정책 및 재단 사업 

추진전략 논의(라운드테이블)

(예술가, 내일, 동네, 재단살림)

도민, 예술인 등

내부 전략워크숍 11.22.
재단 

대회의실

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과제 제안

(예술가×내일 | 동네×재단살림)
내부직원

공유집담회

‘JFAC 문화예술사업의 

미래를 짚어보다’

12.11. W스테이지
재단 문화예술사업 추진전략 연구에서 제안된 

전략 공유 및 의견 청취(전문가 플로어 토론)
도민, 예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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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및 성과

+ 지역 문화주체와 재단의 미래 문화예술사업 의제 도출

  ·미래사업전략워크숍을 통해 3대 지향점에 대한 13개 정책방향, 14개 사업, 29개 프로그램 발굴

  ·공유집담회를 통해 재단 문화예술사업 전략수립 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주문화정책 아젠다 제안 선도

  ·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5개 이슈(지역문화정책환경, 문화적재생, 문화생태계, 전문인력, 생활문화) 13개 의제   

담론 형성

  ·워킹그룹 문화예술분과회의 운영을 통해 민선 7기 제주 문화예술섬 사업 과제 및 실행 시스템 구축

+ 광역·기초 문화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정책기능 강화

+ 정량실적

“ 제안된 재단의 중기 추진전략 수립 방향이 정책언어가 아닌 감각적인(생활언어)인 점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변화하기 까지 20년

이 걸렸고 이런 자리가 시작인 것 같다”

 공유집담회(12. 11.) 전문가 좌담회 중

토론회

(참석진)

55명

공유집담회

(참석진)

31명

제안 의제

43건

전략 워크숍(내·외부)

개최횟수 참석자

3회 75명

제2차 지역문화 제주토론회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현장

VIEW



74 기관지 「삶과 문화」 발간

사업내용

발간등록        2002년 1월

발간형태        계간지(4월, 6월, 9월, 12월 발간)   

발행부수        4,000부(1회 1,000부)

추진실적 및 성과

+ 도내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발굴

  ·<칼럼>, <리포트 특집> 등의 코너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정책 이슈 및 방향 제안

     - 장애예술, 문화도시, 페미니즘 예술 등 12개 정책의제 발굴, 관련 의제에 대한 31건의 콘텐츠 제작·배포

+ 재단 사업운영 성과 홍보

  ·문화예술교육사업(창의랩) 등 7개 사업 성과 조명

  ·표지작가(4명)를 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중 선정

  ·<프리뷰> 코너를 통해 재단 지원사업, 프로그램 홍보

+ 정량실적

기관지 「삶과 문화」 발간 제주도내 문화예술 활동소식과 함께 지역문화계의 현안과 

정책을 알기쉽게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집위원 발행부수 배포건수
문화예술인
(인터뷰이 등)

콘텐츠 필진

5명 4,000부 3,959건 9명 59 60

VIEW

2019 여름 73호 2019 겨울 75호2019 가을 74호2019 봄 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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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포털 제주人놀다 제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행사 

소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문화예술인의 홍보 채널이자 

도민의 문화예술 정보 창구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내 문화예술행사 정보의 통합 관리 및 홍보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업내용       제주인놀다 홈페이지 관리 및 도내 문화예술행사 홍보

홈페이지      www.jejunolda.com

추진실적 및 성과

+ 도내 문화예술 행사 통합 정보 제공제공

+ 도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행사정보 자동번역(영어,중국어) 제공

+ 정량실적

방문자수 월평균 방문자수 회원수 행사정보 예술인·단체 문화시설

`19년 실적 413,616 34,468 347 604 42 12

`18년 실적 227,978 18,999 482 1,187 38 3

`17년 실적 166,089 14,341 472 1,724 92 20

`16년 실적 60,543 10,090 1,335 931 87 209

누적 868,226 - 2,636 4,446 259 244

제주문화포털 ‘제주人놀다’

VIEW



76 아트노크 ARTKNOCK

사업내용

목      적       도내 최초 공공 청년 아트플랫폼 구축 

지원대상        제주도 청년예술가

지원내용       도내 청년예술가의 포트폴리오와 콘텐츠를 올리는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 이 트       https://artknock.net

아트노크 ARTKNOCK 아트노크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 청년예술가들에게 포트폴리오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예술가들의 아카

이빙, 홍보, 마케팅, 매개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예술인

(아티스트 작품과 발표)

Art Hall

Artwork
Collection

문화예술 콘텐츠와 정도

Contents

Webzine
Story
Note

Art Map
Art Into
Fan

매개 서비스

(소개와 연결)

Art Link

Artwork
Partner

예술인

포트폴리오

청년예술

콘텐츠/정보

청년문화

콘텐츠/정보

청년

문화예술인

협력

파트너

청년예술

콘텐츠 / 정보

01
예술인

포트폴리오

02
청년예술

콘텐츠 / 정보

다양한 스토리 페이지

게시판·콘텐츠·DB 관리

예술인 개인화 페이지

포트폴리오 / 정보

직접등록·관리

문화지도·행사장비 정보

파트너 소개 페이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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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

교류협력사업 현황

기관명 사업명 사업소개

Arts Tasmania 국제교류 작가교환 프로그램(제주작가 1명, 호주작가 2명)

제주문화원 삼촌할망 인생나눔교실 생활문화해설사를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현황

기관명 체결일 협약내용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6.11.

지역문화 매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생 

업무협약(MOU) 체결
문화예술교육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2019.6.12.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센터 간 업무협약(MOU) 체결

제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2019.7.12.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

VIEW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진흥 업무협약 지역문화 매개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예산 및 재무현황



80 예산결산 현황

예산결산 현황

세입

구분
예산액 결산액

금액(천원) 비중 금액(천원) 비중

합계 18,148,728 100.0% 18,176,348 100.0%

사업수입

소계 16,546,499 91.2% 16,573,729 91.2%

영업수익 5,828,154 32.1% 5,828,154 32.1%

대행사업수익 5,828,154 32.1% 5,828,154 32.1%

영업외수익 10,718,345 59.1% 10,745,575 59.1%

이자수익 143,760 0.8% 152,442 0.8%

임대료수익 26,400 0.2% 28,588 0.2%

보조금수익 7,574,290 41.7% 7,574,290 41.7%

기부금수익 30,000 0.2% 36,384 0.2%

출연금수익 2,800,000 15.4% 2,800,000 15.4%

기타영업외수익 143,895 0.8% 153,871 0.8%

자본적수입

소계 1,602,229 8.8% 1,602,619 8.8%

자본잉여금수입 1,602,229 8.8% 1,602,619 8.8%

잉여금 930,641 5.1% 930,931 5.1%

이월금 671,588 3.7% 671,688 3.7%

세출

구분
예산액 결산액

금액(천원) 비중 금액(천원) 비중

합계 18,148,728 100.0% 16,538,201 100.0%

경상

운영비

소계 3,794,483 20.9% 3,224,716 19.5%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2,431,525 13.4% 2,202,124 13.3%

기본경비 1,112,059 6.1% 792,158 4.8%

청사운영경비 250,899 1.4% 230,434 1.4%

사업

운영비

소계 13,489,444 74.3% 12,459,195 75.3%

예술창작 활성화 4,285,000 23.6% 3,974,138 24.0%

생활문화 활성화 2,436,490 13.4% 2,107,783 12.7%

청년문화 활성화 600,000 3.3% 574,035 3.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357,800 13.0% 2,291,616 13.9%

지역문화활성화 2,561,154 14.1% 2,278,047 13.8%

문화공간활성화 1,132,000 6.3% 1,124,360 6.8%

문화정책 및 홍보 117,000 0.6% 109,216 0.6%

예비비 및 

기타

소계 864,801 4.8% 854,290 5.2%

예비비 157,931 0.9% - -

반환금 706,870 3.9% 854,29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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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단위 : 원)

과목 제19(당)기 제18(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3,706,262,395 4,968,548,624

  (1) 당좌자산 3,706,262,395 4,968,548,624

Ⅱ. 비유동자산 18,084,231,562 18,198,264,462

  (1) 투자자산 16,381,819,817 16,554,389,575

  (2) 유형자산 1,655,562,378 1,625,041,970

  (3) 무형자산 46,849,367 18,832,917

자산총계 21,790,493,957 23,166,813,086

부채

Ⅰ. 유동부채 1,474,709,838 3,382,481,743

Ⅱ. 비유동부채 168,800,000 18,500,000

부채총계 1,643,509,838 3,400,981,743

자본

Ⅰ. 자본금 18,530,817,161 18,530,817,161

Ⅱ. 이익잉여금 1,616,166,958 1,235,014,182

자본총계 20,146,984,119 19,765,831,343

부채 및 자본 총계 21,790,493,957 23,166,813,086

재무상태표

과목 제19(당)기 제18(전)기

Ⅰ. 사업수익 18,162,331,033 13,778,599,128

(1) 출연금수익 2,800,000,000 2,500,000,000

(2) 문화진흥사업수익 14,978,681,114 10,920,894,318

(3) 기부금수익 36,384,000 20,000,000

(4) 기타사업수익 347,265,919 337,704,810

Ⅱ. 사업비용 17,635,345,425 14,525,767,263

(1) 문화진흥사업비용 14,510,593,564 11,828,641,271

(2) 합리적조직운영비용 3,124,751,861 2,696,245,437

(3) 기타사업비용 - 880,555

Ⅲ. 사업손익 526,985,608 (747,168,135)

Ⅳ. 사업외수익 4,228,934 -

Ⅴ. 사업외비용 55,166 -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50,000,000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운영손익 381,159,376 (747,168,135)

Ⅷ. 법인세비용 - -

Ⅸ. 당기운용손익 381,159,376 (747,168,135)

  제19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8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성과표

재무현황

 제18기 2018년 12월 31일제19기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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