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85.6%

과제명
광주예술고 이설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공립예술중 설립 완 료 100%

1. 목적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예술교육 시너지 도출 및 확대

  ❍ 광주예술고 이설과 연계한 공립예술중 설립으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예술인재 조기 발굴․양성 및 광주예술고와 연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의 구현

2. 주요내용

  ❍ 광주예술고 이설

  ❍ 공립예술중 설립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누적
목표

22년
목표

최종
목표

광주예술고 이설 25% 25% 25% 50% 25% 75% 25% 100% 100%

공립예술중 설립(설계) 10% 10% 20% 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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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예술고 이설 이설 추진율 25% 100% 100%
100%

100%
100%

완 료

공립예술중 설립(설계) 설립 추진율 설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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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 11,758,000 26,280,500 32,548,000 12,759,500 83,346,000
계 11,758,000 26,280,500 32,548,000 12,759,500 83,346,00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7,010,616 21,238,680 38,400,372 4,751,966 71,401,634
계 7,010,616 21,238,680 38,400,372 4,751,966 71,401,634

확보비율(B/A) 59.6% 80.8% 117.9% 37.2% 85.6%



※ 20년 예산확보금액 중 275억86백만원은 21년으로 이월됨(계속비 이월)

4. 추진실적 및 성과

 ❍ 광주예술고 이설

    - 광주예술고 이설 중앙투자심사 중간 보고 (18.10.4.)

    - 광주예술고 이설 학과 및 학생정원 확정 (18.11.6.)

    - 광주예술고 이설 시설규모 확정 (18.12.12.)

    - 광주예술고 이설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방안 교육부 협의 (19.1.3.)

      

<조건부 이행방안>
- 시설규모축소: 각 실별 단위면적 및 소요실 수 감축
- 지자체 투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연차별 실시 계획’에 예술고 부지 내 다목적 공연

장 건립 반영 협의 추진

- 중고통합 운영: 예술고 이설 및 예술중 설립 동시 추진

    - 2019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사업추진 승인 (19.1.30.)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설계용역 납품 (19.11.27.)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착공(20.5.11.)

    -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완료(21.8.23.)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준공(21.9.29.)

  ❍ 광주예술중 설립

    - (가칭)광주예술중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마련 (19.1.2.)

    - (가칭)광주예술중 설립 계획(안) 수립 (19.2.1.)

    - (가칭)광주예술중 설립 관련 지방교육재정 자체투자심사(19.2.14.)

    ➞ 이후 설계용역·공사는 ‘광주예술고 이설’과 동시 추진

    - (가칭)광주예술중 설립 계획(안) 수립 (19.2.1.)

    - 광주예술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21.6.17.)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준공(21.9.29.)

5. 우수 사례

  ❍ 광주예술고 이설 (새로운 전공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

    - 광주예술고 이설 추진TF 운영: 25명(광주문화재단관계자, 교수, 예술고동문등), 총5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5,042,499 20,773,586 7,052,575 38,380,342 71,249,002
계 5,042,499 20,773,586 7,052,575 38,380,342 71,249,002

집행비율(C/B) 71.9% 97.8% 18.3% 807.6% 99.7%



    è미래 광주예술고 발전과 예술교육 패러다임 변화 및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공 수요

(실용음악 및 실용미술) 반영

  ❍ 광주예술중 설립

    - 광주예술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마련

    - 타 시도 예술중학교 탐방을 통한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이해 증진

    - 중앙투자심사위의 사업승인 (19.1.30.)을 받아, 예술고 이설 및 예술중 동시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중은 임기내 조기완료 

    - 광주예술중학교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21.6.14.)

    - 광주예술중학교 특성화중학교 지정 권고사항 이행결과 제출(21.12.21.)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1년 3 4 2

  ❍ 언론 방송보도

    -“광주예술중 고교 2021년 중외공원 일대서 문연다”(19.2.12.)

    -“광주예술중 고 신축 송사 연내 착공(807억 투입 2021년 개교 예정)”(19.4.10.)

    -“광주예술중 고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19.6.26.)

  ❍ 유관기관 협력실적

    - 광주예술고 다목적 공연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면담 (19.4.19.)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중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관련 사업을 위한 

지속적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 19.4.1.)

    -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관련 사업“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 계획”

연차별 실시계획 반영 등 지속적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 19.1.15.)

    -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관련 사업“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 계획”

연차별 실시계획 반영 등 지속적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청, 20.1.28.)

  ❍ 기타

    - 광주예술중·고 개교(이설) 정상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20.5.29.)

    - 광주예술중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20.10.26.)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 방안 마련) 광주예술고 이설 사업이 2017년 4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①시설규모 축소, ②지자체 투자 ③중·고 통합운영)로 승인



되어 이행방안 마련

  ❍ 광주예술고 관계자 및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시설규모 축소 및 중·고 

통합운영 방안(중․고 공통실 설계 등) 마련함 à 중앙투자심사위 사업추진 승인

8. 향후 추진계획

  ❍ 광주예술중학교 개교 예정(22. 3월)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2018년 하반기까지 광주예술고 이설계획 확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18.12.12.에 

광주예술고 이설시 학과 및 학생정원을 확정 지어 당초 목표 달성

  ❍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조건부 이행 방안을 마련

   - 사업승인(2019.1.30.)을 받아, 예술고 이설 및 예술중 동시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중·고등학교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중으로 예술중은 임기 내 목표(설계완료) 

조기달성

주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 장수남(380-4371) 담당자 천행복(380-4373)

협조 행정예산과
학교설립1담당 안선덕(380-4131) 담당자 박향미(380-4134)
학교설립2담당 안안순(380-4660) 담당자 허승남(380-4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