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3-2-1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비예산

❏ 사업개요   

○ 쟁점사항

   - 문화재청의 의릉능제 복원계획(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 ‘09.6.27.)에 

따라 석관동 캠퍼스를 2022년까지 이전하여야 함.

   - 이와 관련, 한예종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실시(~‘16.12.31.)

   - 전국 39개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 6개 지역 확정, 이전방식(일부, 통합1))은 미정

   ※ 고양시(장항동), 과천시(주암동 선바위역 부근), 인천시(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부근), 
서울시(종로구 옛 기무사 부지, 도봉구 GB,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부근)

○ 경합시군(3개시) 제안사항 비교

구  분 한예종(용역제안) 고양시 서울시(송파구) 인천시 비 고

부지위치 - 장항동626-34일원 방이동443일원 연화동378일원

한예종 사업 예산 

1,623억원(부지

매입비 제외)

부지면적 114천~152천㎡ 112,370㎡ 약140천㎡(제안) 180,000㎡

공시지가 - 174천원 630~1,000천원 850천원(조성원가)

소 유 자 - 국공유지 국공유지+사유지 시유지

특이사항
‘17년한 석관CAM 

이전계획 완료

부지공급조건 유리

방송ㆍ영상ㆍ문화인

프라

접근성 양호

부지매입비↑

그린벨트

한예종 선호지역

무상임대

문화인프라 열악

접근성↓

   - (우리시) 송파구 대비 접근성과 선호도에서 열세, 부지공급조건은 유리

             인천시 대비 접근성, 문화인프라, 지자체 네임밸류 등 전반적 우세

   - (송파구) 한예종 선호지역이나, GB지역으로 이전에 필요한 절차(기간) 필요, 

대상지 인근 방이생태습지에 대한 환경보전 필요성(문제제기)

   - (인천시) 강남역 기준 대중교통 2시간여 소요로 접근성 열악, 아시아드주

경기장 인근 한예종이 활용 가능한 문화인프라가 거의 없음

❏ 목    표   

○ 고양시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양시 유치 홍보책자 전달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연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지 선정완료

1) 일부이전은 ①석관동캠퍼스 전체(본관+별관) 또는 ②우선 이전대상인 별관(미술원과 전통예술원 등)을 대상
  통합이전은 한예종 3원 캠퍼스(석관동·서초동·대학로) 전체 이전으로 한예종은 통합이전을 선호



❏ 추진계획 

○ 그간 추진사항

   - 2016. 2. 3. 국회의원(유은혜·김현미)의 한예종 총장 면담

   - 2016. 5. 10. 장항 행복주택 발표 및 합의서 체결(조성원가 공급)

   - 2016. 5. 24. 유은혜 국회의원 한예종 방문

   - 2016. 7. 11. 한예종 유치 제안서 전달·설명(고양시→한예종)

   - 2016. 12.31. 한예종의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6개후보지 확정)

   - 2017. 8. 22. 김현미, 유은혜 국회의원, 도종환 문체부장관 면담 (고양시 이전 요청)

     · 서울시(송파구)로의 한예종 이전은 부정적이며 한예종 교직원들의 고

양시 이전거부에 대한 인식변화를 풀어야 할 과제임(도종환 장관)

   - 2017. 9. 8 : 한예종 유치TF팀 운영(4차)

     · 국  회 : 류지영, 조성환(유은혜 국회의원보좌관), 진형근(김현미건교부장관 보좌관)

     · 고양시 :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교육정책팀장 이병영, 현안대책팀장 김진철

   - 2017. 11. 6 : 한예종 유치 홍보책자 제작 및 발송

     · 한예종 교직원들의 고양시 이전 거부 인식 변화를 위함.

       (한예종 교직원 및 관계자 대상 : 300부, 국회, 시의회, 한예종 유치협력 관계자 : 100부) 

   - 2017. 12. 6 : 한예종 김봉렬 총장과 이봉운 제2부시장 면담

     · 부시장 : 고양시 이전 요청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 

     · 총  장 : 한예종 이전은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한예종 구성원, 동문, 학부모

등의 공론을 모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017. 12. 28 : 한예종 김봉렬 총장과 고양시장과 면담

     · 고양시 이전 요청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

   - 2018. 02. : 한예종 이전대상지 선정 및 주관부서 변경

     · 당초) 한예종 →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 대상지(6곳) 중 2018년 연내 선정 예정

     · 이전방식(일부, 통합) 및 이전결정 방법(위원회 선정 등) 등 미정

○ 향후 추진계획

   - 국회의원 측과의 긴밀한 공조(정보공유) 및 역할분담 대응

   - 문화예술, 방송영상문화 컨텐츠밸리,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GTX 등의 

강점을 다양한 채널(국회의원, 유력인사 등)로 정책적 홍보 노력

   - 고양시 공조직과 산하기관(문화재단, 진흥원)으로 한예종 관계자에 ‘친 고양’

정서 확산(찾아가는 음악회, 홍보물 배포 등) 



❏ 사업기간 : 미정(문화체육관광부 이전지 결정에 따름)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 임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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