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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건립 개요 및 연혁 

문화전당 건립 개요

 ◈ 건립기간 : 2004 ～ 2016년        

 ◈ 건립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광산동 13번지) 옛 전남도청 일원

 ◈ 건립규모 : 전체 부지면적 134,815㎡, 건축 연면적 161,237㎡**
    *연면적 구성 : 문화전당(신축) 130,869㎡,  보존건물 6개동 8,310㎡,  외곽주차장 22,058㎡
    **국립중앙박물관 대비 1.2배,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예술 시설 

 ◈ 주요시설 : 정보원(연구소,자원센터), 교류원*(보존건물 리모델링), 창조원(창제작공간,전시관), 
예술극장(대․중규모), 어린이문화원(도서관,체험관), 외곽주차장(630대규모)

    * 보존건물(6개동) : 옛 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 총사업비 : 7,065억원 (보상비 2,694, 공사비 3,964, 설계 감리비 407)

□ 문화전당 건립 연혁

 ㅇ '02.12월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 공약

 ㅇ '04.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ㅇ '06.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ㅇ '07.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04~'23년 확정)

 ㅇ '08. 6월 문화전당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ㅇ '15.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등)

 ㅇ '15. 7월 소속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7.20)

 ㅇ '15.10월 산하 공공기관 `아시아문화원' 설립(10.1)

 ㅇ '15.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11.25)

2008～2013 2014 2015 2017

문화전당 착공 문화전당 완공 문화전당 개관 외곽주차장완공

▪건립기공식(’08. 6)
▪골조공사 완료(’11.12)
*실시설계('06.12-’07.12)

▪건축,설비공사 완료
▪시운전및공사 준공
 *외곽주차장․보존건물설계

▪시범운영 및 콘텐츠 조성
  → 개관(’15.11월)
▪보존건물리모델링추진

▪외곽주차장 건립 추진
▪시운전 및 공사 준공
 *문화전당건립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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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예산 및 시설 현황

□ 조직현황  

 ㅇ 전당장, 4과, 정원 50명(전문임기제 18명 포함) * 공무직 88명, 용역직 186명  

 

 ㅇ 문화전당 운영 기본정책·계획 수립,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개발, 아시아문화원 관리․감독 등 

 

 <‘아시아문화원’(아시아문화도시법 제28조)>
 • (직제) 원장, 4본부, 1연구소, 1센터, 16팀
 • (인력 규모) 정원 96명, 공무직 171명
 • (조직 기능) 문화전당 위탁 사업, 콘텐츠 사업 실행, 창·제작 및 유통 활성화  등

□ 2019년도 사업 예산 : 총 529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

사업비 소계 57,125 52,893 △4,232 △7.4
□ 전당 콘텐츠 및 운영 55,265 51,176 △4,089 △7.4
 ㅇ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29,450 25,813 △3,637 △12.3
  • 창제작·전시·공연 15,517 14,872 △645 △4.2
  • 교육 6,130 5,300 △830 △13.5
  •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2,994 500 △2,494 △83.3
  •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4,089 4,441 352 8.6
  • 아시아창작스튜디오 720 700 △20 △2.8
 ㅇ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25,815 25,363 △452 △1.8
  • 전당시설 관리 11,575 12,228 653 5.6
  • 아시아문화원 운영지원 7,187 7,387 200 2.8
  • 전당 고객지원, 홍보, 마케팅 6,090 4,900 △1,190 △19.5
  • 전당총괄운영체계 구축 963 848 △115 △11.9
□ 문화포털 구축(정보화) 1,010 909 △101 △10.0
□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850 808 △42 △4.9

※ ’18년 사업예산 중 상무관 진입로 개선공사(2,664백만원) 예산 투입 완료, 복원
관련 예산(’19년 1,316백만 원) 이관(문화전당→복원전담팀).

※ ’19년 사업예산 52,893백만원은 ’18년 사업비 52,317백만원(상무관, 복원제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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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주요시설 기능 공간 구성

문화정보원
(지하4층~지하1층)

• 아시아문화자원 조사·수집·연구를 통해 전당 문화콘텐츠 
창·제작의 원천 제공, 전문인력양성 및 시민문화교육 실시

라이브러리파크
아카데미실 등

민주평화교류원
(지하4층~지상4층)

•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국내외 전파
보존건물(6개동)
방문자센터 등 

문화창조원
(지하4층~지하1층)

• 랩(Lab) 기반으로 예술, 과학기술, 인문학이 융합된 
콘텐츠 창·제작 및 전시

창·제작센터
복합1~6관

예술극장
(지하4층~지하1층)

• 분할형·가변형 공연장 및 무대고정형 극장으로 구성
되어 동시대 예술작품의 지속적 기획·제작

극장1(최대 1,120석)

극장2(최대 512석)

어린이문화원
(지하2층~지상2층)

• 어린이 문화콘텐츠 조사·연구·개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공간 및 다양한 놀이·창작활동의 장 제공

어린이극장·
도서관·체험관 등 

야외 공간 • 문화전당 야외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광장, 마당)
아시아문화광장,

나눔광장 
하늘·열린마당

주차장 
• 예술극장 방면 주차장A, 어린이문화원 방면 주차장B 

및 하늘마당 방면 부설주차장으로 구성 

주차장A(275대), 
B(249대), 부설 
주차장(6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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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 성과와 한계

1  성 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핵심기관으로 위상 정립 

 ㅇ 국내 최대 복합문화예술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 관람객 증가 추세*

   - 어린이문화원은 100만명 달성(’16년 60만명→’17년 77만명→’18년 121만명)

* ’16년 208만명 → ’17년 181만명 → ’18년 249만명

 ㅇ ’18년 어린이축제(12만명 참여), 브런치콘서트(객석점유율 81%), 월드뮤직페스티벌(2.6

만명 참여) 및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1.7만명) 등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 실험적 문화발전소 가동  

 ㅇ 전체 프로그램(공연, 전시, 교육, 축제․행사 등) 중 창․제작 콘텐츠 비율 확대 

 

구분 ’16년 ’17년 ’18년
전체 108종 122종 164종

창․제작/기획 85종(78.7%) 92종(75.4%) 135종(82%)  

 ㅇ 레지던시 참여작가 지속 증가(’16년 21개국 45명→’17년 27개국 91명→’18년 

33개국 280명) 및 성과 가시화*, 문화 예술/산업계 창조적 파트너십 결성(’18.12월)  

* 참여작가조태복/정진희한국인최초독일기가헤르츠어워드작품제작상수상(’18.11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확대(’16년 81명→’17년 149명→’18년 568명)  

□ 국제교류 및 지역사회 협력 확대 

 ㅇ 아시아문화 교류·연구의 거점기관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 제1회 아시아대사관 회의 개최(’18.11월) 및 다자간 MOU 체결(광주세관) 등

 ㅇ 문화도시조성협력단 출범(’18.6월), 2018 광주비엔날레(문화전당 3.4만명 관람) 

및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18.11월) 공동개최(문화전당-광주시 등) 

 ㅇ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 및 복원연구 진행(’18.8월~)

※ 옛 전남도청 복원전담팀으로 복원 관련 업무 이관(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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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계

□ 창·제작 선순환 시스템 정착 미흡 

 

과정 문제점 비고 

연구
• 지엽적 주제 1~2년 단기 연구 → 성과 부족 및 창․제작 

활용도 저조 

자원수집 
• 체계적인 자원 수집․정리․보존의 미비*
• 축적된 자원의 활용성 미흡

*정리 12만(60%)/ 
서비스 4만(20%) 

창․제작
• 창․제작 콘텐츠의 결과물 도출․시연 미흡*, 대중성(너무 

어렵다)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문제제기  
*대중화 171건/ 
창·제작 388건

확산
(유통) 

• 창․제작 콘텐츠의 문화전당 정례 프로그램화 107건
(28%) 및 유통(사업화) 21건(5%) 수준 

□ 공간별 운영 활성화 격차 확대 

 ㅇ 어린이문화원은 관람객 대폭 증가, 나머지 4개원은 보합 수준  

※문화정보원(’16년55만→’17년39만→’18년41만), 문화창조원(’16년35만→’17년25만→’18년34만),
예술극장(’16년 57만→’17년 36만→’18년 37만), 민주평화교류원*(’17년 4만→’18년 16만)
*’17년 5~6월임시개방, ’18년 5~12월일부개방

 ㅇ 개관 후 미완의 문화정보원(라이브러리파크) 개편 필요성과 문화창조원 

전시공간의 비효율적 구조*로 인한 비용 과다 문제 지적 

* 매 전시 새로운 공간조성(벽채설치 및 철거)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하며,
작품반출과 관람객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로 민원 발생

□ 재정적 자립기반 요구 강화 

 ㅇ 수입 저조* 지적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유효기간, ’26.12.31) 

종료 대비한 자립기반 및 수익구조 확충 목소리 존재 

* ’17년 결산기준수입약 15억원(티켓 10.4억, 대관 4.1억), 예산(570억 원) 대비 3% 수준,
다른문화기관대비낮은편은아님(중앙박물관 : 5억원(0.3%), 현대미술관5억원(0.7%))

 ㅇ 브랜드 제고, 수익성 개선 위한 킬러콘텐츠(대형공연) 개발 필요성 제기  

□ 문화전당 정체성 관련 긴장관계 존재  

 
실험적 문화발전소 

vs
대중친화적 문화향유 공간 

국립문화예술기관 광주 소재 문화예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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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 정책방향

1  정책 환경 

□ 문화전당 운영 안정화→성과가시화 단계로 진입 

 ㅇ 지난 3년간 기관 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이제는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ㅇ ▴문화발전소 ▴문화플랫폼(지역-한국-아시아) ▴대중 문화향유 공간 등 

목표가 달성되도록 유기적․균형적 사업추진 및 철저한 환류체계 구축  

□ 사회참여 문화 확산에 부응 

 ㅇ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및 창조적 파트너십 결성 등을 통해 

문화전당 운영 협업 및 참여 기회제공으로 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부응 

※ 문화전당 개관 3주년 시민토론회(‘18.11.30) - ‘소통창구 확대 적음 지적’

 ㅇ 시민과 문화예술계의 상시적 참여 시스템과 핵심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시스템 구축,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문화향유 격차 완화 

 ㅇ 재정․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계층․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지속 및

지방의 문화 쇠퇴 우려가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

※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도시 81.2%, 읍면 65.7%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ㅇ 우수한 지역 문화 보존 및 세계화, 문화예술계 기회 제공, 지역 사회

협력 강화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

□ 문화전당 운영체계 변화 대비  

 ㅇ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및 기관 위상 격상(전당장 : 공모직→차관급) 

가능성 대비, 적정 인력 확보 및 최적 운영체계 구축 준비

* 현행 :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아시아문화원에 일부위탁→ ’20.4월 : 전부위탁

 ㅇ 정부정책에 맞춰 문화전당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완료 

   ※ ‘18년 84명 전환 완료, ’20.2.1자로 현 용역업체 근로자(186명)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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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 및 방향

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 

주요
목표

누적 관람객

1000만명 시대 개막

실험성과 대중성

균형

재정 자립기반 

확보

포지
셔닝 

• 실험적 문화발전소와 대중친화적 문화향유 공간화  

• 융합 국립문화예술기관과 광주대표 문예기관 위상확보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실험적 

문화발전소 
①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및 기반 강화 

지역-한국-

아시아를 잇는 

문화플랫폼 

② 아시아 문화연구 및 국내외 교류 체계화 

대중친화적 

문화향유

공간 

③ 대중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지역협력 확대 

④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기관역량 

강화 
⑤ 고객서비스 개선 및 조직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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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성과 가시화

□ 콘텐츠 창·제작 문화발전소

□ 지역-한국-아시아를 잇는 문화플랫폼

□ 대중친화적 문화향유 공간

관람객

280만명 

⇐ 249만명(‘18) 

문화전당 인지도

40% 

⇐ 31.9%(‘16)

재정 수입

22억원

⇐ 20억원(‘18)

콘텐츠 창·제작/기획 

140종 

⇐ 135종(‘18) 

창·제작 기반
랩(LAB)

10종 

⇐ 5종(‘18)

통합 레지던시

15종 

⇐ 10종(‘18)

국·내외
교류 

70건 

⇐ 66건(‘18) 

아카이브 확충

16천건  

⇐ 14천건(‘18)

창조 파트너십

500건 
창작자/단체‧기업/기관

⇐ 119건(‘18)

대중적 정례공연

27회 
⇐ 18회(‘18)

계기성 야외축제

16만 명 
⇐ 14.6만명(‘18)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19천명 
⇐ 17천명(‘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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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추진과제

1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및 기반 강화

 1-1. 킬러콘텐츠 개발

◈ 대형 킬러콘텐츠 상설공연 제작(조사/R&D→창작→제작), 국내외 유통으로 

문화전당 브랜드 제고 및 재정자립 기반 구축 

◈ 대형공연의 성공률(손익분기점 기준) 약 5% 수준(추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투자→창작역량 축적 및 완성도 높은 신작 개발로 안정적 제작시스템 구축 

□ Korea Martial Arts Circus 「REX(가칭)」 제작 완료(~’19.12월)  

구 분 내 용

개요

내용 
• 여성히어로 액션/블록버스터 판타지(장르), 박씨부인전 모티브

(스토리), 배우 20여명 출연(규모)

무대
• 문화전당 예술극장*의 특수성 고려하여 국내 최초 입체형 무대

(4D Art Stage) 개발
* 국내 최대 가변형 블랙박스 형태 공연장 (무대 및 객석 자유자재 변형가능)

과정 

조사
(‘18년)

• ⓛ 해외 입체형무대 ② 해외 Kinetic Art & Kinetic Lighting 기술 
현황 ③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 디자인∙기술 조사

개발
(’19년)

• CG, 입체영상, 전통기예, 동양무술, 플라잉 및 서커스 등 복합
기술 활용, 입체형 무대 개발 

• 무대연출, 의상 구성 및 Video 컨셉 개발, 장면구성 및 무대실연화 

제작/
유통 

쇼케이스
(’19.4월) 

본 공연화
(’19.12월~) 

상설공연 및 유통 
(’20.8월~) 

해외시장 진출
(’21.5월~)

공연전문가/
언론 초청  

국내외 프로모터/
언론 초청

국내투어 및 
해외마켓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유통

□ 제2 킬러콘텐츠 공연 개발 R&D 착수(’19년~) 

 ㅇ 우리나라 신화․역사 및 전통공연예술(마당놀이, 태권도 등) 활용, 스토리․
컨셉 개발, 최첨단 기술과 특수효과 등 문화기술(CT) 도입 R&D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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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융합콘텐츠 창·제작1)

□ 융합공연 제작

분야 내 용 일정 활용 기술 

연극/뮤지컬(신규)
• 인공지능 홀로그램 공연개발
• 태권도 품새 기반 대결 드라마극 
※’20년도쿄올림픽계기공연개최목표

• ~‘19.7월 R&D북 개발 
→ ~’19.10월 IR영상 제작

√ 인공지능
√ 홀로그램

음악(신규) • 전통 기반 미디어 음악극 개발
• 판소리, 설치미술 인터랙션 음악극

• ~‘19.7월 R&D북 개발 
→ ~’19.10월 IR영상 제작

√ 키네틱라이팅
√ 사운드아트

□ 융합전시 개최

구분 내 용 일정/장소 활용 기술

가상현실 체험展 
‘남도 풍류’ 

• (지역연계) WTC(Walking Through 
Cinema) 플랫폼 활용한 디지털 헤리
티지 기반 ‘소쇄원’ 체험모델 전시

‘19.5월
(복합1관)

√ 가상현실
√ 이동형 스크린

가상현실 체험展 
‘아시아의 건축 : 
인도네시아 통고난’ 

• (지역연계) 디지털 헤리티지 기반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통고난’ 체험 전시

‘19.5월
(복합2관)

√ 가상현실
√ 3D조형물

업사이클링 
시스템

• (지역연계) 플라스틱 소재 활용, 
업사이클링 모듈시스템 제작(R&D)

‘19.8월
(메이커스페이스)

√ 3D프린터
√ 모듈개발

융합기술 체험展
‘인공자연’

• 가상의 자연공간을 구현하여 예술과 
과학 융합기술 체험 전시

‘19.10월
(복합1관)

√ 미디어아트

 1-3. 아시아․지역 소재 공연 시연 

공연명 내 용 기간 장소
레드 올랜더스 • 타고르의 희곡 ‘붉은 협죽도의 꽃’ 공연제작 ’19.4월 예술극장2
나는 광주에 

없었다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20.5월 본 공연)  ’19.5월 예술극장1

시간을 칠하는 남자  • ‘18년 광주스토리 공모전 통해 소재 개발 ’19.10월 예술극장1

1) 창․제작 프로세스 

융합 
공연 기획 ➞ R&D북 

개발 ➞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IR) ➞ 워크숍 

공연 ➘

본공연/ 
전시

➜

원소스
멀티유즈

•시놉시스
•2D캐릭터

•드라마 구조
•디자인 

•3D 모델 
•시뮬레이션 영상 등 • 600석 공연  

융합 
전시 기획 ➞ 시제품

개발 ➞ 시뮬레이션
(테스트) ➞ 쇼케이스

전시 ➚

※ One Source Multi Use : 게임, 영화, 드라마, 문화상품(피규어 등) IP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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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창·제작 기반 강화

□ 창․제작 플랫폼(Lab) 운영 확대  

 ㅇ ’18년 5개 → ’19년 10개 (신규 5개는 지역협력 강화 중점) 

 

‘18년 지속 랩(5개)

+

’19년 신규 랩(5개)
혼합현실(가상공간 체험 콘텐츠) 인터랙션 퍼포먼스(공연예술·CT기술 융합콘텐츠)
미디어서피스(디지털 영상·음향 기술) 적정기술(자연에너지, 업사이클링 기술)
로보틱스(초대형 로봇기술·미디어아트) 문화기술(CT)체계화 
예술과 과학(예술·과학 융합) 푸드테크(음식·기술 결합)
디자인(도시건축·디자인 통한 환경 연구) 랩 연계(국내외 랩 협업)

※ ’20년 융합콘텐츠상용화(사업화, 유통) → ’21년 해외시장개척→ ’22년 융합기술표준화

 ㅇ CT 연구기관 협력(’18년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서강대미디어랩 등) 

중심→지역진흥기관(호남권) 공동사업도 발굴, 프로젝트 다각화 

□ 통합 레지던시 운영 효율화 

 ㅇ ’18년 3개 분야 10종 → ’19년 3개 분야 15종

분야 ’18년 ’19년 신규
연구 ① 아시아문화연구 -

창․제작
② 창․제작자 ③ 공연 인큐베이팅 
④ 월드뮤직페스티벌 ⑤ 무용 ⑥ 전통음악 
⑦ 스토리 ⑧ 창작공간 ⑨ 문학

⑪ 킬러콘텐츠(REX) ⑫ 5․18 소재 
공연 ⑬ 문화상품 ⑭ 기획자 
⑮ ISEA 2019 연계

기관협력 ⑩ 라익스아카데미(Rijksakademie)
   (네덜란드, ‘15.8월~)  

 ㅇ 개인별 프로젝트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공동 참여 프로젝트* 추가 운영

※ ’19년 신규 프로젝트(3종) : 렉스(융합 공연), 5.18소재 참여형 공연, 문화상품 개발

 ㅇ 기획자가 문화전당에 맞는 프로젝트 주제를 제안하고 선정 시 지원

하는 수요자 중심의 레지던시 신설(기획전문가, 4명) 

※ ’19~’20년 프로젝트 제안서(장르 불문) 프리젠테이션 후, 쇼케이스 지원 예정

 ㅇ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2019*(’19.6.22~28, 문화전당 일원) 연계, 국제적 

미디어 아티스트(5명) 선발, 레지던시 운영  

※ ISEA International(영국)․광주시․ACC 공동주최, 컨퍼런스, 전시 및 워크숍 개최

 ㅇ 전문 코디네이터(6명, 레지던시 참여자 전담 지원) 운영 및 참여자 정보,  

작품 이미지 등 확인 가능한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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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창·제작 콘텐츠 확산 

□ 창․제작 콘텐츠 프로모션 

 ㅇ 그간 개발된 랩 기반 ACT프로젝트 산출물(21종), 공연, 전시, 교육 

및 문화상품 등 창·제작 콘텐츠를 ACT Lab으로 통합 브랜딩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ca/오스트리아)는 ‘96년부터 문화기술 R&D기관인
퓨처랩(Futurelab)을설립하여글로벌기업(인텔, 현대 등)과협업을통해수익창출

 ㅇ 콘텐츠 마케팅 : 홍보물 제작→네트워킹→다각화 

구분 내용 기간
창·제작 콘텐츠 홍보 · 창·제작 콘텐츠 영상기록 및 홍보 4월~12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박람회 참가)

· 문화콘텐츠 박람회 참가
 - 융합 : 아르스(오스트리아), C랩(대만) 등  
 - 공연 : 에딘버러(영국), 서울아트마켓 등 
 - CT산업 : 경주디지털헤리티지 박람회 등

‘19년 
하반기

OSMU를 통한
IP 다각화

· 전당 창·제작 IP기반 2차 저작물 기획·제작
 - 모바일 인디게임, 체험형 콘텐츠, MD상품 등 개발
* 지역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개발 및 홍보

‘19년 
하반기

 ㅇ 아시아컬처마켓 활용, 창․제작 콘텐츠 쇼케이스(공연, 전시), 투자유치 및 

MICE산업 연계 마케팅(핀란드 슬러시 참여* 등) 추진

   - 배급사·투자사(日날리지 캐피탈 등) 초청, 투자 제안 등 

* 헬싱키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컨퍼런스, 스타트업 창업자, 기술자 및
투자자(글로벌 기업) 등 2만 여명이 참여하는 전 세계 창업인들의 축제(’19.11월) 

 ㅇ 판소리 <오셀로>, 연극 <소>, 뮤지컬 <얼쑤>, <트레져헌터스>, 영화 더빙쇼 

<자유결혼>, 음악극 <여왕과 나이팅게일> 등 개발 작품, 국내 프로모션(’19.3~12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유통지원 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활용

□ 「2019 ACT 페스티벌」 개최(’19.6월) 

 ㅇ 융합콘텐츠 공연․전시(10종 이상), 심포지엄(ISEA 2019 연계), 매체담론

워크숍(주제 : 디지털기술과 예술) 및 예술가 토크콘서트 등 개최 

 ㅇ 국내외 창․제작자, 문화산업 연구소, 기업 등 참여 

※ 2017 ACT페스티벌(’17.10.27~29.) : 6개국 16명 초청, 전시(11종), 퍼포먼스
(6종), Talk(20여명) 및 워크숍(20여명) 개최, 약 1,0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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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문화연구 및 국내외 교류 체계화 

 2-1. 아시아 문화연구 고도화  

□ 조사연구 현황 

 ㅇ 그간 스토리(’09~’10년, 중앙아), 암각화(’10~’11년), 전통 춤/음악(’10~’12년), 

건축문화(’13년), 표해서사(’17~’18년) 및 타투(’17~’18년) 등 연구 

   - 공연(아시아 스토리→깔깔나무, ’14~’15년), 전시(아시아 타투전/’17.11월~’18.6월) 및 

EBS 다큐 방영(중앙아 의식주/’16년~’18년, 연 1회), 문화상품(암각화/’18년) 등 활용 

※ 5대 아시아문화자원 영역 : ① 스토리(신화․설화) ② 조형상징(문양, 암각화)
③ 공연․의례(전통음악, 춤) ④ 의식주 ⑤ 이주․정착

 ㅇ 아시아 문화다양성 보존 및 활용 지원을 위해 문화전당-문화재청-국가

기록원 공동, 업무협약 체결(미얀마 종교문화부/’18.11.26, ’18~’19년 20억원 지원)

□ 조사연구 고도화 

 ㅇ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 연차별 운영 → 5대 영역 세분화, 지속가능한 

연구주제 및 활용방안 등 중장기 아시아문화 연구 계획 수립(~’19.4월)

* 아시아신화․음식등분야별․지역별전문가 17명 구성(’18.9월)하여 2018년 테마 선정․
발표→2019년테마위원회구성(19.5월∼)『아시아문화와미래』발간, 심포지움기반연구

 ㅇ 인문학적 가치 및 창작소재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아시아문화자원 

조사 및 수집 추진(’19.2월~) 

   - 기 실행사업 중 파급력이 큰 암각화(국가 간 협업을 통해 서사구조 및 조형

요소 공동자원화) 확대 연구 및 아시아 문양(의례·복식 문양) 연구 실시 

  * 서사구조․디자인 요소 등 원천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 연구

 ㅇ 라이브러리파크에 아시아문화 분포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지도 개발 연구 추진(GIST 및 아트컴(독일) 협력, ’19.2월~)

 ㅇ 신규 ODA 사업 발굴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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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아시아문화자원 아카이브 체계화

□ 아카이브 현황 

 ㅇ ⓛ 수집(약 20만점), ② 정리*(약 12만점, 60%), ③ 서비스(약 4만점, 20%)

구분 내용 수집 정리 서비스
전문
자료

• 인문/예술 분야의 5개 영역별(스토리/조형․상징/공연․
의례/의식주/이주․정착)과 주제별 컬렉션 구축 8만점 4.8만점 3.9만점

기증
자료

• 민속, 음악, 고고학, 문학, 인류학, 도서, 5·18 자료, 
해외유물(누산타라 유물) 등 개인, 단체, 기관의 기증 11만점 6.6만점 563점

전당
자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문화전당 관련 각종 기록물 7.8천점 2천점 163점

도서
자료 • 아시아문화 관련 도서/간행물(구입 후, 배치) 4.3만점 

* ▴저작권 등법적관리 관계 확인 ▴분류·기술 ▴디지털화▴등록·정리등평균 2년소요

 ㅇ 온라인 방문자 증가 추세 대비 내·외부 활용성과 답보*  

구분 온라인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 내부 활용 외부대여 
’17년 32,922명 5,918명 6건, 602점 5건, 178점
’18년 39,179명 8,424명 8건, 597점 8건, 143점

□ 아카이브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고

 ㅇ ’19년 신규 수집* 약 5천점, 정리 및 서비스 각 1.6만점 

   - 인력 충원 및 문화자원 구축 정리 사업 예산 확대(’18년 220백만원→’19년 610백만원)

* 아시아 필름&비디오, 아시아 대중음악 및 소리문화 자료 등

 ㅇ 모든 사업이 아카이브 구축 되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월 1회)

   - 정기교육(분기 1회), 관련 지침 개발(’19.6월) 및 전자 이관체계(’19.3월~) 가동

 ㅇ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등 콘텐츠 공유․교환체계 구축 

※ 공유·교환 대상 : 국내외 연구, 콘텐츠 생산 및 아카이브 기관(홍콩 M+, AAA

<아시아의 전시> 협업 프로젝트 참여 등)

 ㅇ 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아카이브 홍보(전당 교류·행사 활용)

    - 누리집 디자인 개편 및 기능(카테고리 분류, 렌더링활용 3D자료제공 등) 추가(’19.6~11월)  

* 아카이브 누리집 만족도 조사(’18.11.19~12.9, 318명) 결과 활용



- 15 -

 2-3. 라이브러리파크 활성화 

□ 공간개편 추진 

 ㅇ 아시아 문화정보 축적·정리·서비스의 허브*이자 고객 서비스 공간인 

라이브러리파크의 콘텐츠 개편 및 이용객 편의공간 확충 추진 

 ㅇ 기존의 평면 자료(도서·사진·패널·인쇄물 등) 중심의 전시에서, 체험형 

전시기법(VR·키오스크·ICT 등) 도입을 통한 관람객 흥미 유도   

*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이 결합된 형태, 다양한 자료를 열람·전시·체험 가능

현행 개편(안)  

• 기획관(3개), 테마별 도서․아카이브 
자료 혼재 등 공간 구획 및 기능 불분명 

• ① 도서·인벤토리관 ② 기획전시관 ③ 상설
전시관(주제별) 등 기능별 공간구획 

• 특별열람실의 접근이 어려워 미활용  • 특별열람실 이동을 위한 원형계단 설치
• 기획관 2, 복층공간으로 건축모형 전시

실효성 미흡
• (기획관2→도서관) 썬큰가든 동선 연계 

복층형 주제별 도서 배치 및 랜드마크화
• 휴게 및 체험 공간 부족 • 만남의 장소, 아트 숍 등 편의공간 확충 

 ㅇ ’19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년 단계별 공사 

□ 콘텐츠 운영 다양화  

사업명 사업 내용 장소 일정
특별
전시

누산타라 
특별전

• 전당 개관 4주년 기념 특별전시 기획
  (네덜란드 델프트시 기증자료 활용) 기획관3 ‘19.11월~12월

연계
프로
그램

북라운지 • 테마‧주제별 도서 소개 프로그램 북라운지 ‘19.3월~12월
도서 활성화 
프로그램 • 지역독립서점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획관1 3,6,9,12월(4회)

ACC 
시네마테크

• 보유 및 제작 영상 아카이브 활용 정기 상영
• 전시 및 영화제 등 연계 특별 상영 프로그램 극장3 4~12월

1,3,7,9월

건축워크숍 • 오사카민속박물관 연계 4차 산업 기술 
활용 일본 건축양식 기록 및 아카이빙

특별
열람실 7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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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제교류 확대

□ 국제기구 및 국가 간 교류 

 ㅇ 제1회 문화전당-아시아대사관 문화제 개최(’19.10.22~10.27, 문화전당)  

   - 주요 프로그램: ACM, 아시아무용제, 아시아국가(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등) 문화제  

 ㅇ 문화전당-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 협력 확대

   - 기록유산 보존·활용 아카이빙 분야 해외기관 협력(Small Grants Program)

   - 실크로드 관련 기록유산 심포지엄 및 전시(’19년 하반기, 문화전당)

* 43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네스코 기록유산 심사·홍보 등 운영

 ㅇ 아시아 권역별 예술커뮤니티 운영 확대 

   - 플랫폼 기능 다변화(공연, 아카이브, 창제작, 레지던시 등) 및 결과물 유통확대

 

분야 대상 주요내용 

스토리
중앙아시아 
5개국 참여  

• ‘18년 제작 이야기그림책(5종) 출판 및 국내외 유통* 
* 북 콘서트(국내 4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새해는 언제시작할까’ 공연(카자흐스탄) 개최

• 서아시아 그림책 공동 제작, 협력국가 확대 추진

• 제12차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 회의(카자흐스탄, ’19.5월) 

전통
음악

동남아시아 
10개국 참여 

•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7월, 문화전당) 

• 인도네시아 발리 워크숍 및 공연(8월)   *인도네시아 문화부 초청 

• 아시아전통악기 아카이브 백서 제작 추진(’18.8월 합의) 

무용 
아세안․남아시아 
13개국 참여  

• 아시아무용단 창작공연 국내 유통(국제현대무용제, ’19.5월, 서울/광주)

• 국내·외 유망안무가 창작 레지던시 쇼케이스 공연(‘19.10월, 전당)

□ 민간교류 

 ㅇ ACC 창작 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컬쳐센터 개관 기념 교류 전시(’19.10월), 대만 C-LAB 연계, 

순회포럼 및 전시(’19. 하반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19. 상반기) 등 

* 대만디지털아트센터,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본부 등 13개국 참여

 ㅇ 아세안문화원 협력 교육, 공연 콘텐츠 개발(’19.10월) 및 고려인이주 관련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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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적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지역협력 확대 

 3-1. 정례공연 확대 및 특별이벤트 개최  

□ 정례공연 

구분 내 용 시간 장소 ’19년 ’18년

브런치
콘서트 

• 예술 토크 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발레, 
국악 등 연계) 

수요일
11:00

극장2
15회

(3/4/6/7/8월, 2회)
(2/5/9/10/11월, 1회)

10회
(2~11월, 1회)

슈퍼클래식 • 클래식 음악회 19:30 극장1, 2 6회
(2월~12월 예정)

4회

빅도어
시네마

• 야외 대형스크린 활용 
(예술)영화 상영 

20:00
예술극장
야외무대

6회
(5월~10월 예정))

4회
(5월.) 

※ 관객과의 대화, 극장투어, 주역배우 사인회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 강화

□ 기획전시 

구분 내 용 기간 장소

<조각 vs 
공예>  

• 현대미술 국내외 조각가 및 공예작가 40
여명 선정, 전통적 가치의 현대화   

’19.9.5.~
’20.2월 

문화창조원
복합3관

<Migration
(이주)>   

• 10개국* 큐레이터들이 각국의 이주를 
주제로 작품 선정 후 전시(독일문화원 협력) 

’19.11.23~
’20.2월 

문화창조원
복합4관

<아시아, 
평화를 품다> 

• 5.18민주화운동 39주년 특별기획전
※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참여단체 공동 전국
순회전시(서울, 부산, 제주, 8월~12월)

’19.5.7~
6.30 

옛전남도청 
회의실

*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 특별이벤트 개최 

구분 내 용 기간 장소
<어린이가족 
문화축제>  

• 평화를 주제로 놀이터 운영, 교육, 공연 및 
야외 프로그램 등 진행 

’19.5.3~
5.5

어린이문화원
/문화광장

<제10회 월드 
뮤직페스티벌>  

• 세계음악축제(밴드공연, 푸드·뮤직라운지 등 운영)
※ 해외 15팀 및 국내 10팀 참여(예정)

’19.8.15~
8.17*

문화전당 
일원 

<아시아대사관 
문화제>

• 주한 아시아대사관 협력, 문화행사 개최 
’19.10.22~

10.27 
문화전당 

일원 

*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마스터스 대회(’19.8.5~18)와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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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역 사회 협력 활성화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9.7.12~28) 연계 문화행사 

구분 내 용 기간 장소

‘심해(深海)’
(인터랙션 체험전) 

• 키네틱라이팅 기술과 ‘물’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 ‘19.7월~9월 복합 1관

로보틱스
퍼포먼스 

공연

• 대형 로보틱스, 입체음향 레이져 쇼 등 
접목 융합퍼포먼스 공연 
※ 쇼케이스 공연(’19.2.1) 후 세부일정 확정

대회기간 
중 1회 이상

문화전당 
일원 

드라곤 킹 
•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애니메이션과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음악극 
’19.7.27~28 예술극장2

그림책 전시 
• 너나들이 그림책 작가 원화 전시 
※ 수영, 평화 모티브, 2월 중 작가 선정

’19.5월~8월  어린이도서관 

무빙씨어터 
• 이동식 무대(차량) 활용, 중소규모 공연 

개최→대회 사전 붐 조성 
’19.5월~8월  광주․전남  

표해서사
특별전 

• ‘물’과 연관된 ‘아시아의 표해’ 주제 전시 ’19.6월~9월
문화정보원 
기획관 3

미디어월 • 미디어월 최적화 콘텐츠 제작 및 시연(3종) ‘19.6월~8월 미디어월 등 

※ 수영대회조직위-문화전당 공동 TF 운영, 추가 협력과제 발굴 및 시행(’19.1월~)

□ 지역 문화예술계 참여기회 확대 

구분 내 용 기간 장소

지역․아시아 
작가 매칭전 

• 우수작가-아시아 작가 교류 통한 창작 
기회 제공 및 전시 개최 

2회
(’19.6월~7월)
(’19.11월~’20.2월)

문화창조원
복합6관 

아시아
컬처마켓

• 문화예술계, 문화산업기관, 창작자 및 지자체 
참여, 문화콘텐츠 마켓 운영

• IR 피칭, 창작자/단체 쇼케이스, 전시․체험 
부스운영, 투자마켓 및 네트워킹 등 진행 
※분기별 ACM 파트너스데이운영

4회
(1/5/7/10월) 

문화전당 
일원 

교육프로그램 
공모 

• 지역 문화예술계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시민강좌  

• 장소특화형(문화전당), 세대공감형, 생활
밀착형 등 3개 분야 공모(각 1팀)후, 
강좌(ACC 오픈 아카데미) 운영

3종
(’19.7월~8월) 

민주평화교류원
메이커스페이스
/예술극장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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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4-1. 어린이 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어린이문화원)  

 ㅇ 정기 교육프로그램 : 2개 분야, 총 15종 운영(’19년 신규 6종) 

분야 내 용 대상 기간

문화
다양성

• [신설] 토론교육(12주 과정)  초 4~6학년 주 1회(12명)
3월~9월 

• [신설] 교구재(1인 인쇄) 연계, 교육 초 3~4학년 주 1회(회당 20명)
10월~11월

• 구연동화(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모든 연령 주 1회(회당 30명)
1월~12월

• 아시아 패션(알록달록 패션 놀이터) 초 1~2학년 주 1회(회당 20명)
2월~11월(5월 제외)

• 아시아 스토리(이야기놀이터, 12주 과정)  초 3~4학년 주 1회(회당 30명)
1월~12월

• 중앙아시아 소개 6~7세 월 2회(회당 10명)
1월~3월

• 유아(아장아장, 나비의 여행) 24~48개월 월 2회(회당 7가족)
1월~3월

예술
창작

• [신설] 키즈 메이커스(가칭, 12주 과정) 초 1~2학년 주 1회(회당 15명)
2월~11월 

• [신설] 예술코딩 교육(8주 과정) 초 1~2학년 주 1회(회당 15명)
2, 3, 7, 8월

• [신설] 유아 가족 프로그램 가족 동반 월 2회(회당 7가족)
3, 4, 5, 8, 9, 10월

• [신설] 초등 가족 프로그램  가족 동반 월 2회(회당 7가족)
6~8월 

• 키즈 스토리텔러(이야기 만들기, 8주 과정)
6~7세/

초 1~3학년 
주 1회(회당 10명)

3, 4, 8, 9월 

• 소리 탐구 생활(사운드 아트, 12주 과정) 초 3~4학년 주 1회(회당 15명)
2월~11월(5월 제외)

• 예술가와 대화(‘수상한 예술’) 초 1~6학년 월 1회(회당 20명)
1월~12월

• 그림책 작가와 대화(책 나와라 뚝딱!) 초 1~3학년 월 1회(회당 30명)
1월~12월

※ 교육취약계층 및 초 3~6학년 대상 연중 상시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계기성 교육프로그램 : 방학 프로그램 신설 

분야 내 용 비고
전시 연계 • 너나들이(그림책, 5월~8월), 디지털 휴머니즘(10월~11월), Migration(11월~)  

방학 • [신설]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 * 주중 

단체
• 유아(5~7세) 단체 프로그램 운영(매주 수/금)  
•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찾아가는 어린이문화원 등) (‘17년 7회→’18년 70회)

*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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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분야 장소 내용 기간

공연 

어린이극장

• ‘18년 창·제작 어린이 공연 시연(5종)

 - ① 용감한 탄티 ② 달아난 수염 ③ 우산도둑 
④ 로힝야의 노래 ⑤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

각 2회
(2~12월)

• ACC 레퍼토리 공연(3종)

 - ①웃는 용 ②깔깔나무 ③트레저 헌터즈  
각 2회
(3/5/8월)

• 아시테지* 여름축제 연계 작품(2종)

 *국내최대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국제아동청소년
연극협회주최)이며, 여름축제라인업연계초청

각 2회
(7월)

• ‘19년 신규 창·제작 공연* 쇼케이스(5종)

 *창작단체공모(2월) 및선정(4월) →창작워크숍(4~8월)
→쇼케이스(9월) →본공연 (’20년)

각 1회
(9월)

어린이문화원 로비/ 
문화광장

• 국내·외 초청 1 (거리예술마켓 및 축제 우수작품) 4월

• 국내초청 2 (거리예술마켓 및 축제 우수작품) 12월

체험

어린이체험관

• ‘자연과 생활’ 영역 전체 개편*
 - 동남아시아 건축물 구현(6월), 아시아 자연 

소리 콘텐츠 특화 체험 콘텐츠 제작·설치(7월) 
  *‘17년 신규 상설체험전 기본연구자료 근거

• 체험관 다목적홀 내 VR콘텐츠 쇼케이스(4월)

  *RC카 체험, 텔레프레젠스 등
연중

어린이도서관

• 추가 장서 구축(약 500권, 신청50% 권장도서 50%) 

  ※ ’18년까지국내외 어린이 자료 18,450점  

• 그림책 특화 ‘이야기꽃 도서관(광주 광산

구립)’ 연계 전시 행사(1회, 11월)

유아놀이터  
•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배경으로 한 놀이 

공간 운영(7세 미만 대상)

□ 국제 어린이문화예술교육포럼 개최

 ㅇ 4차 산업 기반 ‘미디어 기술’*을 소재로 창작놀이형 신규 교구재 

제작(’19.3~7월 제작, 8~11월 시범운영)과 관련된 포럼 개최(11월, 문화전당) 

 ㅇ 국내외 전문가, 문화예술 종사자 및 담당 교사 등 200여명 참여

*’17년(어린이놀이주제) 76개 기관 225명, ’18년(어린이공연 주제) 35개 기관 21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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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청소년 및 시민 프로그램 

□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문화예술 교육

분야 내 용 대상 기간

직업
체험

• 자유학기제 연계, 일일 직업체험(커리어 러너) 
• 문화전당에 적합한 직업군* 소개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아키비스트

중학생
4~7월 / 9~11월
1일 2회(화~금)

• 여름방학 계기 심화 직업체험(3개 과정*, 8회차) 
* 교육청등자료활용하여청소년선호도파악후, 선정(‘19.3월)

중학생 여름방학(8월)

문화
예술

• [개발] 인권·평화 주제 체험형 예술교육프로그램 

청소년

3-10월 

• [신설] 아시아 문화유산체험(ACC 박사와 비밀의 문) 
4~7월 / 9~11월
1일 2회(화~금)• [신설] 예술시민의 소양 증진을 위한 체험형 예술

교육(파티시티) 

• [신설] 문화예술분야 명사 초청 특강 여름방학(8월)
2회

□ 시민 대상 문화예술 강좌 운영

구분 내 용 기간
ACC

시민 아카데미
• 문화전당 콘텐츠 중심의 특화 강좌 및 계기성 교육 
- 예술과 과학, 라이브 클래식, 시니어 프로그램 등

16종
(상하반기 8종씩)

인문강좌 • 문화가 있는 날 계기 문화·예술·인문 분야 명사초청 강연 8회
(4~11월)

[신설]
ACC 초청강좌

• 문화전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명사초청 강연
 - ACC 전시 큐레이터, ACT 페스티벌 참여 작가, 슈퍼클래식 연주자 등

8회
(4~11월)

 4-3. 민주․평화․인권 교육  

구분 내 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 민주평화교류원 개방(’19.5.7~6.30)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6월) 

* ① 사물의 기억(옛 전남도청을 미니어처로 조립, 15회) ② 오월스토리
퍼즐(5․18을퍼즐로조립, 15회) ③민주인권평화웹툰공모전개최

찾아가는 
교육 • 학교 및 지역사회 방문 교육(15회) 

네트
워킹 

• 민주인권평화 워크숍(5.17~5.19, 5․18 40주년 준비 목적)  
* 국내외 역사기념 시설 참여(국내: 4.3평화재단, 부산민주공원, 노근리평화
공원등 / 국외: 히로시마평화기념관, 대만2.28기념관, 난징학살기념관등)

• 국제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11.22~11.25, 협력의제 발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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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전문인력 양성  

□ 개편 개요  

 ㅇ 교육 참여자의 교육과정 일원화 및 전문가 재교육 과정 신설 의견 수용

 ㅇ ’18년 8종 최대 4단계(기초, 심화, 실습, 마스터클래스), 단기과정(2개월)→ 

’19년 6종* 3단계(정규, 현업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장기과정(최대 8개월)으로 개편 

* 참여율 낮은 시노그라퍼,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축제기획자 과정은 폐지

분야  ’18년 ’19년 

전시
테크니션

• 단계 : 기초, 단기집중, 심화, 현장실무
• 기간 : 2개월 

• 단계 : 정규, 역량강화 단기
• 기간 : 정규 6개월(3~11월중, 30명),

역량강화 단기 1개월 이내(7~8월중, 30명)
• 프로젝트 참여 : 누산따라 특별전(9~11월)

사운드
엔지니어  

• 단계 : 기초, 심화
• 기간 : 2개월
※국내유일한사운드분야전문강좌

• 단계 : 정규, 역량강화 단기
• 기간 : 정규 6개월(3~11월중, 30명),  

역량강화 단기 1주일(7~8월중, 50명) 
• 프로젝트 참여 : 브런치 콘서트(9~11월) 

디지털
아키비스트

• 단계 : 일반, 기초
• 기간 : 2개월 

• 단계 : 정규, 역량강화 단기
• 기간 : 정규 6개월(3~11월중, 30명),  

역량강화 단기 1주일(7~8월중, 30명) 
• 프로젝트 참여 : 문화전당 아카이브 

(9~11월)

문화기술 
현장 실무 

• 단계 : 심화
• 기간 : 2개월 

• 단계 : 정규
• 기간 : 정규 6개월(3~11월중, 20명)

어린이문화
콘텐츠기획

• 단계 : 기초, 심화, 개발실습, 마스터클래스 
• 기간 : 2개월 

• 단계 : 정규, 역량강화 중기
• 기간 : 정규 6개월((3~11월중, 30명), 

역량강화 단기 1개월(7~8월중, 30명)  
• 프로젝트 참여 : 어린이콘텐츠 랩(9~11월) 

융합문화 
기획

• 단계 : 일반, 재교육 
• 기간 : 2개월 

• 단계 : 정규, 역량강화 단기
• 기간 : 정규 6개월(3~11월중, 30명),  

역량강화 단기 1개월(7~8월중, 20명) 
• 프로젝트 참여 : 해외 협력기관* 연계 

신규 - 
• 도슨트 역량강화 단기(2개월, 30명)
• 문화교육가 역량강화 단기(2개월, 30명) 

* 오스트리아 ‘아르스일렉트로니카센터’ 및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현대미술센터(NTU 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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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서비스 개선 및 조직관리 혁신 

 5-1. 고객 안내체계 및 이용 편의 증진

□ 관람 안내체계 개선 

 ㅇ (현황) 민주평화교류원 외 나머지 시설이 지하에 위치, 출입구(9개)가 많고 

모두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람객이 목적지를 쉽게 찾기 어려움 

   - 안내인력(20명) 및 키오스크*가 실내 위주로 배치, 실외에는 방문자

센터(1개)가 있으나 관람객 편의 제공에 한계

* 총 135대 배치(’15.12월)되어 있으나 본래 기능(시설안내, 내비게이션, 자동안내,
다국어 지원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홍보용 활용 중

 ㅇ (개선) ①‘만남의 장소’ 조성(상반기, 라이브러리파크 로비), ② 키오스크 고도화 및 

추가배치(’19.6월), ③ 실외 안내인력 배치(’19.6월), ④ 사인물 정비(’19.3월~) 

KIOSK 고도화

⇒

KIOSK 추가배치 

• 전당 내․외부 지도 및 길 찾기 서비스 
• 프로그램 안내 및 위치기반 맞춤형 안내
• 주변 관광지․행사 정보 안내 
• 교통정보, 편의시설, 인근 주요시설 안내
• 다국어 안내 및 인터페이스 개선

• 실내형 : 미활용 중인 16대 배치 
• 실외형 : 출입구(6개) 및 관람객 많은 

지점*에 10대 배치 
 * 아시아문화광장, 하늘마당, 주차장 A, 

부설주차장  

□ 문화전당 홈페이지 개편 

 ㅇ (현황) 연간 콘텐츠 생산 970건(’16년~’18년 평균), ’18년 방문자 수 295만명

(’16년 143만건→’17년 253만건)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영/일/중/러/아랍어, ’16년)

  

콘텐츠
(건)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어린이 공지사항‧
보도자료

기자단‧
갤러리

79 25 71 66 95 342 197
언어별
등재(건)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번역률
875 157 135 135 135 135 16%

 ㅇ (개선) ① 홈페이지 개편*(’19.3월~7월), ② 다국어 번역률 향상**(’19년 40%)

* 직관적 디자인, 중복 해소, 가독성 및 검색기능 강화, 예약절차 간소화 등
** 외국인이주고객층인콘텐츠(공지사항, ACC이야기, 갤러리등) 긴급번역및번역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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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프로그램 확대 

 ㅇ (현황) 연중 상시 2종, 계절 특화프로그램 4종 운영(’18년 1,312명 참여), 

장애인 투어 신설(’18.9월 수어 통역 개시, ’18.12월 점자 투어 리플릿 제작․비치) 

구분 명칭 내용 기간 정원

연중
ACC투어 • 5개원 관람

화/목/금/일
(10:30, 13:00, 14:30)
수/토(17:30) 50명

공공미술투어 • 공공미술작품(6종) 해설 매일
(16:00)

봄
(3~5월) 봄날투어 • 조경(열린 시민공원) 해설 토

(14:30)
30명

여름
(6~8월) 라잇나잇투어* • 전시 연계(케이터링 포함) 토

(14:30, 17:30)

가을
(9~11월)

In-Library park 
투어

• 문화정보원 관람/필사체험 수/토
(17:30) 20명

겨울
(12~2월) 백스테이지투어 • 창제작센터/예술극장 관람 수

(17:30) 15명

* 유료프로그램 시범사업(1인 5천원, ’18.6~8월), 예매율 98%, 연계문화상품 제작 판매

   - 단체(10명 이상) 중심에서 개인․소그룹(2~9명) 참여비율 지속 증가 

※ ’17년 352팀(단체 54%, 개인․소그룹 46%)→’18년 506팀(단체 30%, 개인․소그룹 70%)

 ㅇ (계획) ① 문화전당 프로그램(공연, 전시, 행사 등) 연계, 체험형 유료 투어 

확대(’18년 1종→’19년 3종), ② 장애인 접근성 지속 개선* ③ 해설사 확대(3명→4명) 

* ’19.1월휠체어동선점검및개선, ’19.3월 공공미술투어점자겸용가이드북제작등

□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ㅇ (현황) 7개 분야* 53명 활동(’18년.12월 기준) 및 여름방학 활용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봉사활동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13명 참여(’18.7~8월), 

* 일반(6), 커뮤니티라운지(5), 전시(19), 어린이문화원(17), 온라인홍보(3), 투어(2), 아카데미(1)

 ㅇ (계획) ① 자원봉사자 운영 확대* ② 맞춤 교육 강화(’18년 1회→’19년 3회), 

③ 온라인 분야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18년 7명→’19년 20명)

* ’18년 성인 76명(약 46%가 65세 이상), 청소년 13명→’19년 성인 80명, 청소년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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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편의 공간 개선

□ 야외 공간 디자인 개선 

 ㅇ 아시아문화광장 : 계절별 분위기에 맞도록 공간 구성 

봄/가을 쉼터조성(3~10월) 여름 야외설치미술(예시) (6~8월) 겨울 연말조명(11~2월)

 ㅇ 하늘마당 : 주․야간을 아우르는 포토존 조성 

  
2017년 하늘마당 2018년 하늘마당 2019년 하늘마당(예시)

 ㅇ 유휴공간 : 지역 작가 연계, 아시아 상징동물 및 건축물 형상 작품 제작 

  
홍콩·파리·말레이시아 ‘판다1600+’ 석촌호수 ‘슈퍼문 프로젝트’

 ㅇ 문화전당역 연결통로 개선 및 부설주차장 지상 화장실 설치(68㎡) 

 5-3. 광산길 확장 기본조사 연구용역

 ㅇ 광산길(215m, 어린이문화원 인접도로~전남대병원 5거리) 폭 확대(12m→25m)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측량, 관련 인허가, 공사비, 보상규모 등) 실시(’19.2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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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스마트통계 도입 시범사업 추진 

□ 방문객․관람객 통계도출 방법 현황 

 ㅇ 방문객 통계도출 방법은 6가지2)가 있으나, 각각의 한계 보유 

   - 문화전당은 주출입구(9개)가 많아 수기계측 방식이 비효율, 77대(내부 

36대, 외부 41대) 계수카메라 설치, 총 방문객․관람객* 통계 도출

   - 유료 관람객은 프로그램별 티켓 발권량으로 산정 

*방문객 : 문화전당 외부 방문인원 / 관람객 : 각 원별 내부 관람인원

 ㅇ 계수카메라는 중복 측정 및 사업과 연계 가능한 유의미한 통계 도출에 한계 

   - 통계의 정확성 제고는 문화전당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기관**도 과제  

** 중앙박물관(공간별로 인력배치 및 계수카메라로 측정), 역사박물관․민속박물관
(출입구 1개/총 방문객은 계수카메라로 측정, 내외국인 구분은 수기로 측정) 등

□ 스마트통계 도입 시범사업 계획 

 ㅇ 스마트기기*(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의 맥 어드레스(MAC address, 고유번호) 

활용, 데이터 수집․분석(wifi/앱 설치하지 않고 측정, 개인정보 침해 없음)

   - 방문객 수, 공간별 체류시간, 재방문률, 관람 동선, 직원 제외 가능 등

    * 국내스마트폰보급률87%(전체인구기준), 안드로이드점유율 77.5% (’17년기준, kobaco)

 ㅇ 스마트폰 미사용자,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아이폰) 측정 불가하나 보정 

산식(시범사업에서 정확히 도출) 마련 및 전문가 검증 통해 보완 가능 

* 예시) 방문자 = 스마트기기 맥 어드래스 수/스마트폰보급률/안드로이드 점유율

 ㅇ 전문가 검증단 구성․자문회의(~’19.2월)→시범사업 추진(’19.3월~9월, 정보통계

담당관실 협조)→전문가 검증(~’19.12월)→본격 도입 및 다른 기관 확산 검토(’20.1월~)  

2) 방문객 통계도출 방법 

통계방법 내용 한계점
설문조사 ∙ 일부 모집단 선정, 설문 실시 ∙ 대표성/정확성 문제, 비용 과다 

수기 ∙ 출입구마다 인력이 수기로 계측 ∙ 조작 및 오류발생 가능성, 비용 과다 
티켓 발권 ∙ 유・무료 방문객 모두에게 티켓 발권 ∙ 방문객 불편 및 인력/비용 투입 과다  
계수카메라 ∙ 계수카메라를 설치하여 값 추출 ∙ 중복 측정 가능성 

통신사 ∙ 휴대전화 위치 값 활용(통신사 협조) ∙ 정확한 통계(1층, 2층 구분 불가 등) 도출 어려움, 비용 과다 
스마트통계 ∙ 스마트기기 고유 값(일종의 IP)인 맥어드레스 활용  ∙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산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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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문화전당 인지도 제고 및 콘텐츠 마케팅  

□ 문화전당 브랜드 강화

 ㅇ 개관 후 문화전당의 국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전개

하였으나 광주․나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 

 

시기 조사주체 조사대상 인지도

’16.1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일반국민
• 일반국민 : 31.9%
• 광주주민 : 95.3%

’18.12월 문화전당/호남지방통계청
인근 지역 주민

(4개 도시) 
• 광주(84%), 나주(85%), 
  전주(23%), 목포(59%) 

ㅇ 문화전당 주요 콘텐츠중심 홍보‧마케팅을 통한 전당 인지도 제고 유도

구분 내용
언론 홍보 • (간담회) 격월 1회 정례화(’18년 5회→‘19년 6회 이상)

온라인 홍보

• (SNS 홍보) 문화전당 SNS 홍보채널 활용
구분 언어 개설일 회원 수(명)

페이스북 국영별도 ‘15.9.4. 국:23,605/영:13,163
트위터

국영혼합
‘11.5.17. 11,165

인스타그램 ‘15.10.1. 4,724
네이버 블로그 국문 ‘15.8.4. 611,107

• (웹진 발간) 매월 뉴스레터 온라인 게재, 이메일 공유
• (신규) 구글아트프로젝트에 전당 페이지 제작(‘19.상반기), 전 세계 홍보

오프라인 
홍보

• (생활밀착형 광고) 현수기, 전광판, 옥외광고 및 고속철도연계
(KTX매거진, 역사, 열차 영상 등) 광고를 통한 노출

• (ACC Song 확산) 문화전당 주요 행사(공연·행사 등)에 <하나가 
되어(Always as One)> 지속 노출

ACC 기자단 
운영

• 국내팀(영상, 카드뉴스, 디자인 등) 및 해외팀(국내 유학생, 재외 
한국학생) 40명 모집·운영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연계 홍보

• (ACC라운드테이블) 국내 최초 해외 유수 문화기관의 온라인 홍보사례 
공유 및 연계 홍보 방안 모색(’18.10.12.~14. / 6개 기관 9명 참석)

 - ‘17년 160명 참여→’18년 300명 참여→’19년 400여명 목표
• (연계협력) 아리랑TV, 부산국제영화제 등 연계협력을 통한 홍보‧마케팅 

콘텐츠 연계 
마케팅

• (콘텐츠 연계 마케팅) 주요 계기별 콘텐츠 연계 마케팅 사업추진
 - 5월 하우펀(5주년), 8월 월드뮤직페스티벌(10주년) 등
• (콘텐츠 유통 활성화) 기업연계 홍보상품 개발, 국내외 아트

마켓 참가, 저작권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연구 등
• (로열티 프로그램) ACC 콘텐츠 활용 클럽,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홍보마케팅 확대) ACC 상상박스, ACC 명예홍보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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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조직관리 내실화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조직진단 실시 

 ㅇ (경과)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15.3.13.) 당시 시행일(’15.4.13.)로부터 5년

(’20.4.12) 후 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도록 규정 

 ㅇ (현황) 문화전당 50명(전문계약직 18명 포함), 아시아문화원 96명 등 

총 146명 운영 중이나 절대적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 운영 한계  

※ 이전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04년) 총 399명, 삼정회계법인 등(’08년) 332명,
한국행정연구원(’12년) 총 317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14년) 총 423명

 ㅇ (향후계획)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조직진단 실시(’19.3월~), 기관통합 

가능성 등 상황별 적정규모 도출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그간문화전당및아시아문화원조직이원화지적지속, 기관통합법안발의(’18.5.14.) 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질 없는 추진 

 ㅇ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

노동부, ’17.7월, ’18.6월)에 따라 84명(고객관리, 주차 등) 정규직 전환(’18년) 

   - 시설관리 186명은 용역업체와 계약('17.2.1~'20.1.31) 고려, ’20.2월 전환 예정 

 ㅇ (계획) 정부 지침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19.8월, 6개월 前), 

추진 및 전환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 「아시아문화도시법」에 따른 업무 위탁 범위와도 연계하여 검토

□ 지속가능한 경영여건 확보 노력 지속  

 ㅇ 티켓 판매수익 확대(’18년 868백만원→’19년 930백만원), 문화상품 제작․
상품화(43종 추가개발) 대관 활성화(’18년 76백만원→’19년 82백만원) 

 ㅇ MICE산업* 유니크베뉴 선정 추진(~’19.5월, 관광공사 선정) 및 코리아마이스

엑스포(’19.6.13~14, 송도컨벤션) 및 국제관광전(’19.6.6~9, 코엑스) 등 참가 

   - 지역 관광프로그램 활용, 전당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팸투어 등)

* 2018 한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18.12.4~5, 문화전당)

 ㅇ 문화전당 운영 효과분석 연구(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 ~’19.5월)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