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광주학생예술누리터)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85.7%

세부사업명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1. 목적

  ❍ 관내 초ㆍ중학생 대상 체험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

  ❍ 학생, 교원, 지역예술가의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2. 주요내용

  ❍ 학생 체험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 문화예술교육 일반/심화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예술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5% 5% 25% 30% 50% 80% 20% 100%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설립 추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150,000 4,000,000 450,000 4,600,000

자  체 150,000 4,000,000 450,000 4,600,000

계 300,000 8,000,000 900,000 9,200,000



4. 추진실적 및 성과

  ❍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TF 구성 및 운영

    -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18.7.24.)

    -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실무추진 TF 회의 (18년 2회, 19년 5회, 20년 5회)

  ❍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 추진 현황

    - [설립부지확정] 광주중앙초 부지 일부 (19.3.13.)

    - [타시도 선진시설 탐방] 제1서울창의예술센터 등 10기관(18.10. ~ 19.8.) 

    - [설문]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 (19.6.): 교사 932명 응답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센터 설립 지원 안건 협의 (18년 1회, 19년 1회, 20년 1회)

    - [재정투자심사] 센터 설립 사업비 99.5억원(공사비 73.8억, 용지비 25.7억) 투자 심사(19.11.)

    - [명칭 변경] 센터 명칭 공모: 148편 응모,‘광주학생예술누리터’명칭 확정 (20.8.)

    - [시설비 확보] (1차)신축시설비 33억38백만원(20.5.), (2차)신축시설비 37억(20.12.)

    - [설계 완료]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설계 완료 (20.10.)

    - [시설 착공]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시설 착공(21.1.)

    - [시설 준공]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시설 준공(21.10.)

    - [개관식] 광주학생예술누리터 개관식(21.11.22.)

    - [시범프로그램 운영]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시범프로그램 운영(21.11. ~ 12.)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11,600 362,000 3,338,000 4,170,000 7,881,600
계 11,600 362,000 3,338,000 4,170,000 7,881,600

확보비율(B/A) 100% 120.7% 41.7% 463.3% 85.7%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9,000 314,029 474,118 6,827,117 7,624,264
계 9,000 314,029 474,118 6,827,117 7,624,264

집행비율(C/B) 77.6% 86.7% 14.2% 163.7% 96.7%



5. 우수 사례

  ❍ 센터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시청의 대응 투자 요청

    -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중기 투자 예산 반영

    - 시의회 협조로 센터 신축 공사비 7,400,000천원 예산 확보

  ❍ 타시도 문화예술센터 운영 우수 시설 탐방(10기관)을 통해 체험 공간 설계 반영

  ❍ 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광주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칭 확정

    - 148편 응모,‘광주학생예술누리터’명칭 선정

  ❍ 센터 설립 실무추진 TF 협의회(10회),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의향·예향 광주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참여 학생 만족도: 94%(만족 이상)

    - 운영 기간: 2021.11.4.(목) ~ 12.10.(금)[5주]

    - 운영 대상: 초4 ~ 중3 (학급/학년 단위 신청, 1일 100명 이내)

    - 운영 내용: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상 관련 12개 체험프로그램

    - 운영 횟수: 20회 [학생] 17교, 68학급, 1,340명(초: 881명, 중: 459명), [교사] 4회, 107명 참여

   

연번 실명 운영내용 연번 실명 운영내용
1 별빛채움Ⅰ 광섬유 꽃 만들기 7 오감이음Ⅰ 뮤지컬
2 별빛채움Ⅱ 미디어아트 8 오감이음Ⅱ 모델워킹
3 별빛채움Ⅲ 우드오토마타 9 오감이음Ⅲ K-POP댄스
4 소리지음Ⅰ 사물놀이 10 빛누리움Ⅰ 유튜브 트립
5 소리지음Ⅱ 오고무 11 빛누리움Ⅱ 단편영화 만들기
6 소리지음Ⅲ 디지털작곡 12 꿈이룸관 K-뮤지컬, 창극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2 2 4 12

21년 2 1 4

<21년 참여 실적>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개관식 언론 보도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개관 홍보 영상 송출(KBS 교육캠페인, 공보담당관 협조)

  ❍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시범 프로그램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1,024명 응답, 만족도 94%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시청의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설립 재정 지원 불가 결정 통보

    - 시청에서는 3년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논의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2020년 10월 지원 불가 통보

  ❍ 시청의 재정 지원 불가 결정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공사 정상 추진

    -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안건설명을 통한 시의회 협조 건의

    - 시의원 대상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으로 예산 확보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약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 계획을 변경하여 프로그램별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6~8명)

하고, 시설 방역 및 운영 수칙을 준수하여 17회 정상 운영 

 8. 향후 추진계획

  ❍ 2022학년도 광주학생예술누리터 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

    - 운영 대상: 초4 ~ 중3 (학교별 학급/학년 단위 신청, 1일 120명 이내)

    - 프로그램: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관련 11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간: 2022. 3. 1. ~ 2022. 12. 31. [10개월]

    - 운영 방법: 학생 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업체 용역

    - 운영 프로그램 유형: 반일(3차시), 기본(6차시), 심화(12차시), 1일(6차시), 토요(30차시), 

방학(15차시), 교원 연수(30차시)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타시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우수 운영 기관 탐방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센터 설립 TF팀 자문 및 교원 설문 조사를 통해 예술누리터 체험실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설계에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시청의 재정 지원 불가 결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와 시의원 대상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을 통해 자체 예산 확보

  ❍ 시범 프로그램 운영(17회) 및 점검·보완을 통해 2022년도 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주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 장수남(380-4371) 담당자 신재철(380-4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