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3-2-10

대중문화누림터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신규 총사업비 2,000백만원

❏ 사업개요   

○ 컬처밸리 조성(쇼핑, 숙박, 공연장 테마파크를 한 곳에 모으는 국내 유일한 사업) 등 고양시 

문화인프라 환경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음악인 육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목    표   

○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 음악인들에게 창작에서부터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도모

○ 관내 많은 음악인들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추진계획 

○ 어울림누리내 높빛언덕마루(1,2층) 임대계약 종료후 음악창작소 조성

     * 어울림한정식 임대기간 : 2017.04.24. ~ 2022.04.23.

  ○ 국가 공모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신청으로 국비 확보 

     *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10개소 설치, 경기도 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대중문화누림터 조성 - - - - 공모신청 리모델링,
개관

 ※ 사전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6 ‘19 ‘20 ‘21 ‘22.6 임기후
계 2,000 2,000

대중문화
누림터 
조성

국비

도비

시비 2,000 2,000

기타



❏ 쟁점 및 대책 

○ 쟁점

    - 대중문화누림터 운영장소 확보

    -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따른 예산 지속 소요

○ 대책

    - 음악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고양문화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한 준비

    -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 2018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공고 요약 >

총괄부서 문화예술과장:강득모 ☎ 8075-3370 문화사업팀장: 백현숙 ☎ 3416 담당자:이승호 ☎ 3418

협조부서 고양문화재단:박정구☎ 960-9601 정책기획팀장:공석☎ 960-9670 담당자: 박성혁☎ 960-9671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방향

-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창작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 음악 아카데미 운영, 음악 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원
-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 및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장으로 운영

기능별 
주요내용

- (음악창작 기능) 녹음스튜디오, 연습실 등의 사용에 대한 심사 및 지원
- (음악아카데미 기능) 창작 워크숍 및 기획‧홍보‧마케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음악비즈니스 기능)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및 비즈니스 멘토링 연계 지원 
- (음악네트워크 기능)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지원단위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단위)

지원규모
10억 원 (각 지자체 당 최대 10억 원 지원 / 지자체 경상보조) 연 2개소 선정
※ 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 지방비는 현물(건물, 토지 등) 매칭 가능

세부지원내역 인프라 조성・운영(시설 리모델링, 음악창작 장비 구입비 등)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평가는 단계별 평가결과를 차등 합산(서류 30%, 발표 70%)하여 결정

주요 
심사기준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시설 확보 여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음악아카데미 프로그램(안), 음악 비즈니스 프로그램(안)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여부 및 확보금액, 지출 계획의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