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63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25명 - 명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문화도시재생팀장 신용자, 담당 김주경 ☎ 783-2696

협조부서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문화국장, 송승태 생활문화지원부장, 담당 신준범 ☎ 783-8127

협력체계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중앙동복지회관, 성남시(공원과, 하천관리과)

시민참여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프로그램 참여 및 공간 사용 계획

□ 정책목표

∙ 지역별 문화 격차 및 불균형 해소∙ 거점형, 준 거점형으로 구분 및 연계하여 공간의 효율성 확대∙ 지역 예술가와 주민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추진∙ 하드웨어 위주의 공간 조성이 아닌 지역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 유휴공간 재생 사업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개    요
❍ 근거법령: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 사업대상: 문화예술 활동(창작, 교육, 향유)을 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싶은 시민
❍ 사업기간: 2018. ~ 2022.
❍ 주요내용: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 “Place C”성남 문화공간 문화기획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생활문화 수준 제고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동네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 조성 계획 수립

2019년 연   간 ∘ 네트워크(협의체) 운영 및 브랜딩 디자인 개발(Place C)
∘ 전수 조사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마련(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2020년 연   간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2021년 연   간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

2022년 연   간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2023년이후 지   속 ∘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3,076 2,566 294 742 1,020 510 510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대응자금 북트레인(온리북) 화랑공원 도서 현물 34,0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계획수립 10 조성 계획 7월 추진계획 수립 100

2019년 문화예술공동체
활성 기반 조성 30

네트워크구축
브랜딩

문화 공간 조사
활용방안 연구

 9월 지역네트워크협의 구성
1월 브랜딩 디자인개발
6월 공간 전수조사 완료
6월 활용방안 연구 완료

100

2020년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30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4월 리모델링 2개소 준공(운영)

11월 5개소 신규 선정 100

2021년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30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6월 5개소 신규 선정
10월 5개소 준공 및 운영, 

12월말 5개소 준공 
100

2022년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운영 계속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운영 5개소 신규 공간운영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획수립 계획수립

네트워크 구축 지역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브랜딩 브랜딩
디자인 개발

문화공간 조사 기존시설 및
향후 공간 조사

활용방안 연구 문화예술공동체
사업분석 및 연구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

리모델링
2개소 준공

5개소 10월 준공
5개소 12월말 준공

    ∙ 사업추진상황 
지역네트워크협의체

공  간  운  영
사업보고회 운영상황

운영중 ◦ 공간 문화기획자 10명(공간별 2인)
※ 관내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진행 중

예정 ◦ 12월말 준공 5개소에 대한 문화기획자 
   선발 및 운영 2022년 상반기 예정

중앙동 복지회관 공간조성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간조성



2021년 10월 준공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문화마루) 태평2동(태평마실) 화랑공원(화랑책놀터) 탄천(생활예술스테이션)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 계획수립 ◦ 7월: 공약사업 추진계획 

2019년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개선형 공간 및
 신규 공간 선정

◦ 4월 ~ 6월: 문화공간 전수조사
  - 내용 : 사용 공간 및 향후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
  - 조사 완료 분포도
◦ 5월 ~ 6월: 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 조사
  - 내용 : 성남 문화예술공동체 사업 현황분석,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수립, GIS를 활용한 문화
          지도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게재
◦ 9월 ~ 12월: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간 : 2019. 9. ~ 2021. 
  - 위원구성: 지역전문가,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 9명
  - 내용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동체 공간 조성의 공유 가치  
          확산 및 소통, 공산 선정기준 마련 등 
          운영방안 제안
◦10월: 유휴공간 리모델링 문화공간 2개소 선정
◦12월: 개선형 공간 92개소 선정

◦ 전문가 등 9명

2020년 공간선정 및 리모델링

◦ 1월: 공간 조성사업 브랜딩 디자인 개발
◦ 4월: 2개소 공간 준공
◦ 3월~9월 : 신규공간 후보지 리스트업
◦ 9월: 신규문화공간 후보지 선정
◦10월: 사업재검토 업무보고
  - 유휴시설 발굴의 어려움 및 개선형 공간 사업폐지 등
◦11월: 신규 문화공간 5개소 선정 완료

2021년
공간선정 및 리모델링

문화기획자 운영
공간운영

◦ 1월~5월: 신규공간 후보지 리스트업
◦ 2월~5월: 2020년 선정공간(5개소) 설계 용역
◦ 4월~6월: 문화기획자 운영계획 수립 및 공모, 선발
◦ 7월~현재: 문화기획자 운영
◦ 6월~9월: 2020년 선정공간(5개소) 공사(진행중)
◦ 6월: 2021년 신규공간 5개소 선정
◦10월: 2020년 선정공간(5개소) 개소 및 운영
◦12월: 2021년 선정공간(5개소) 준공

2021년 12월말 준공

수정커뮤니티센터

(수정왁자지껄)
정자교

(생활예술스테이션) 
중원도서관(중원꿈톡톡) 당골공원(샛별책놀터)

탄천습지생태원

(생활예술스테이션)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간제공협력

중원도서관 1층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양지동청소년 문화의집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건물 1.2층

수정커뮤니티센터 지층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2층

성남시 중앙동 복지회관 중앙동 복지회관 

성남시 공원과
화랑공원 교통안전교육장

당골공원 놀이방

성남시 생태하천과 탄천변 일대_생활예술스테이션 5개소
<야탑, 정자, 수내, 돌마, 태평습지생태원(태평물놀이장)>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민선7기 집행률이 낮은 이유

    ∙ 당초 17개소에서 12개 축소 공간 조성, 이에 따른 공사비 절감

    ∙ 문화기획자 선발 축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예산 집행 감소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4,080 4,080 510 1,020 1,020 1,020 51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문화공간 운영
공간 조성에 대한 인력, 보안 등 운영상의 
어려움

 지역주민,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 함께
 공간별 특화된 콘셉트 및 운영방안 모색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활용 정보 제공

  ❍ 사랑방문화클럽 등 지역 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 시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혜택으로 삶의 질 증진

  ❍ 문화활동가 및 예술인 거점 조성으로 지역 문화 활동 부흥에 기여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42% 1,067 42% 1,067 83 223 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