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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은 감성 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신체발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확대되고 있음(김재은, 2014). 또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성인기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정경은, 2019).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감정 및 정서순화를 용이하게 함(맹영임 외, 2005; Hampshire & 

Matthijsse, 2010). 

- 또한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가치 향상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최애나, 

차은선, 2007), 자신감과 행복감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음(Jermyn, 2004). 

-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동기 향상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며(Peaker & Vincent, 1990), 소통역량이 향상되고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창의성과 학습 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맹영임 외, 2005; Hampshire & Matthijsse, 2010). 

- 백령(2012)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성취감을 포함한 자존감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협업, 책임감, 사회성 등이 향상된다고 하였음.

❍ 또한 아동청소년기(만9세~24세)는 인간의 발달과정 상,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아동에서 성인으

로 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자아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조망, 자율성과 독

립에 대한 기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들이 정립되는 시기임(Lee & Kim, 2006; Whaley 

& Wong, 1997).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72개국 중에서 71위로 매우 낮은 편임

(OECD, 2015). 

- OECD가 집계한 결과(2015)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등, 72개국의 만 15세 청소년들에게 삶

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6점을 기록하며 터키(6.12)에 이어 두 번

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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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임.

❍ 또한 사회·심리적 불안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중고생의 절반 이

상이 학업(32.9%)과 진로문제(28.0%)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만 6,867

명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업, 진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의 다양

한 측면(진로, 흥미, 적성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Munson & Savickas, 1998; Kelly 

& Kelly, 1994; 조한범 외, 2000).

- 문화예술의 이해, 공동체의식, 문화예술 기능, 창의성, 주체성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였음(문성호·문호영, 2010).

- 난타활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

타냄(염상석, 2011). 오케스트라 활동 역시 청소년들의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의 증진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성도의·김세준, 2012).

-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공동체적 삶의 체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함(김주희·곽성현, 2015).

❍ 하지만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2018)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문화활동 

향유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실제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나 TV·영상물 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2018) 결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 여가활동은 ‘집에서 인터넷&게임(23.2%)’, ‘집에서 TV·영상물 시청(22.1%)’, ‘집

에서 쉬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냄(1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해당하는 

영화관이나 상업시설 이용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화예술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 이후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이 감소추세에 있음(청소년활동 참

여 실태조사 연구 V, 2018).

❍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28.3%), 시간부족(18.5%), 시설부족(17.9%), 마땅한 활동이 없음

(17.7%)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황연숙 외, 2013).

❍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주변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주거지 내에 아동청소년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

는 거리 내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찾기란 쉽지가 않음(김주희·곽성현, 2015; 홍영균·유나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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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감성 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문화공간의 존재는 필수적임(김재은, 2014).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참

여와 권리 등 국가 정책적으로도 청소년의 참여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라는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함.

❍ 기초 지자체 역시 청소년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관심과 투자 및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연장들이 활발하게 건축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며, 몇

몇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에서 조차 공연공간을 갖추고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홍영균·유나영, 2009).

❍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

에 있음. 그러나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공간활동에 대한 사업은 미비한 상황임(전민경 외, 

2018).

❍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특화된 청소년 문화공간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으며, 다른 관련 조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임.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종합실

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

사｣등이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 청소년이 활용할 문화예술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공연시설도 양적인 면에서 벗어나 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

음. 이를 위해 공연장 운영 차원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언되고 있음(홍영균·유나영, 2009).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정책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문화공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이 있음.

❍ 첫째,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공연공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경기도 공연공간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둘째, 경기도 공연공간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이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의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4｜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이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의 제도 마련의 기초적 근거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공연공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제도화에 따른 창작자들의 지속가능한 공연 콘텐츠 개발로, 경

기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의 기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부재 → 창작자들의 창작활동 부재 → 아동청소년 시기 공연

관람으로 문화적 취향 미형성 → 성장 후 문화예술 공연 미관람 → 공연공간의 부재’의 악

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II. 연구 설계와 방법

  

 1. 연구 설계와 구성

2. 연구 내용 및 절차

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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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설계와 방법

1. 연구 설계와 구성

❍ 문헌연구를 통해 이동청소년 정책환경과 제도환경을 분석하고,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공연공

간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수행함. 

❍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인구현황 분석과 함께 도내의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도록 함. 

❍ 문헌연구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자 및 수요자의 인터뷰 내용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성적 내용을 질적방법론을 통해 분석함.

❍ 경기도 내 공연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후, 정성적 연구결과와 정량적 연구결

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제도 마련을 위한 방향성에 대

한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함.

아동청소년 정책 환경분석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 파악

국내외 사례연구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적 환경분석

운영자 및 수요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및 포럼

설문조사 및 분석

종합분석 결과도출, 정책 제언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제도적 
방향성 설정

개인 심층인터뷰 
그룹인터뷰
전문가 포럼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

문헌
연구

 대상자 및 
 환경분석

[그림 1]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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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절차

1) 연구의 내용

□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환경과 연구동향 파악

❍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환경과 연구동향을 파악함. 

- 아동청소년기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 제도 및 법규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기의 문화적 정책환경을 분석함.

❍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문화예술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청소년기의 문

화 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함.

2) 경기도 아동청소년 환경분석

❍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환경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살펴보고, 현재 경기도의 아동청

소년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조사함.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의 인구현황을 파악하여 공연공간을 이용할 연구 대상에 대한 기초조사

를 실시함.

□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사례분석

❍ 연구 관련 사례로, 국내외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사

점을 도출함.

□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및 분석

❍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경기도 내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공간의 실태를 파악함. 

□ 종합분석 및 정책적 제언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을 수행

하여 연구의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3) 연구의 절차

❍ 본 연구는 문헌검토, 사례조사, 설문을 통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및 포럼을 통한 자료

수집,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론도출과 정책제언의 절차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연구를 수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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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연구는 문헌 분석, 설문조사 및 정량적 분석, 개인 심

층인터뷰, 그룹인터뷰 및 정성적 분석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됨.

방법 주요 내용

문헌 분석

환경 분석
관련 자료 및 문헌 분석을 통해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적 환경을 
분석함.

선행연구 분석
아동청소년 세대 관련 정책과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공
연공간 운영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사례분석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운영지원 방
향과 관련하여 시사점 도출 

정량적 
분석

기존통계자료 
활용 분석

경기도 내 공공 및 민간 공연공간을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설문조
사를 통해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함.

정성적 
분석

인터뷰 및
포럼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심층인터뷰와 그룹인터뷰
(FGI) 및 포럼을 진행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에 대한 시
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함.

[표 1] 연구방법과 내용

정성 자료수집

정량 자료수집

아동청소년
문화적 환경분석

현황조사
설문지 개발

전문가
자문 및 포럼

심층 &�그룹인터뷰

국내 ·외
문헌연구

현황조사 실시

결론 도출

아동청소년
정책환경및연구동향

유사사례연구

결과분석정책 제언

[그림 2]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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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분석

❍ 관련 자료 및 문헌분석을 통해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들의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분석함.

❍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과 연구동향을 살펴보도록 함.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효과성과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함.

❍ 사례로 국내외 문화공간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마련

함.

□ 정성적 분석(인터뷰 및 포럼)

❍ 경기도 아동청소년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와 전문가 개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및 자문 형태의 포럼을 진행함.

❍ 그룹별 초점집단인터뷰(FGI)와 개인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와 기대사항 등

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총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문을 실시함. 인터뷰 및 자문(포럼) 일정과 참여자 정보는 다

음과 같음. 

구분 이름 소속 전문분야 인터뷰일 인터뷰 방법

1 방○영 아시테지 대표 아동청소년 공연 전문가 7월

개인
심층

인터뷰

2 김○배 자유마당 대표 공연 전문가 7월

3 송○경 극단 금설 대표 인형극 전문가 7월

4 민○호 극단 서라벌 대표 공연 전문가 8월

5 이○복 극단 파발극회 대표 공연 전문가 8월

[표 2] 인터뷰 진행 일정과 참여자 정보

□ 종합분석 및 결론 도출

❍ 문헌분석을 토대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

적 제언을 함.



III. 경기도 아동청소년 환경분석

  

 1.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환경 및 연구동향

2. 경기도 아동청소년 환경분석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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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도 아동청소년 환경분석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환경과 연구동향

1)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환경(법, 조례 포함)

(1) 국내 아동청소년의 제도 환경

□ 국내 아동청소년 정책 범위 및 정의

❍ 국내 아동청소년의 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와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를 기초

로 크게 4가지(육성, 활동, 복지, 보호, 권리와 책임)의 영역에서 발효됨.

- 먼저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

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뜻함.

-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인성교육법, 진로교육법 등)을 

뜻함.

- 세 번째로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

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

복지법, 근로기준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의미함.

- 네 번째로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유

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소년사법체계 관련 법령(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제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 청소년 정책담당 기관 및 법률의 동향

❍ 청소년 정책담당 기관 및 법률의 동향을 살펴보면, 1985년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1988년 체육부 청소년국이 설립되었으며,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에서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보

호위원회가 설치(1997년 7월) 되었고, 1998년에 제2차, 2003년도에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

획이 수립되었음.

❍ 문체부에 이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2008년, 제4차 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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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 제6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됨.

❍ 이와 같이 청소년 정책담당 기관 및 법률의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청소년 정책담당 기관 및 법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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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 법률 및 개정안

❍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청소년기본법(1991년 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2004년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2004년 제정)임.

-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

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

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2월에 청소년활동진흥법과 함께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법률명 제정일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내용(‘18년) 

청소년
기본법

‘91.12.31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
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18.12.18. 개정, ’19.6.19. 시행>
청소년정책 수립에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04. 2. 9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3.13. 개정, ’18.9.14.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의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도입

청소년복지
지원법

‘04. 2. 9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8.10.30. 개정, 시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보호관찰소 포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생활시설과 비숙박혁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자립지원관 설치 가능

[표 4]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 법률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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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책 관련 조례

❍ 청소년 참여 관련된 조례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치로 시작됨(최창욱 외, 2013).

❍ 이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그 수립 단계부터 청소년을 참여시키려

는 노력과 함께 지방청소년 육성정책 및 청소년 시설에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

함함.

- ｢청소년기본법」 제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가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

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

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

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청소년의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에 따르면 “①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

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에 따르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

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

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국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 관련법 내 청소년참여 조항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정책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Ⅱ. 연구 설계와 방법｜17

□ 국내 아동청소년 정책변화에 대한 동향

❍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들이 추진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민

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에서 청소년관련 정책을 계

획·진행하고 있음.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청소년 주도’라는 표어로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

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으로 제시함.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총 4가지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으로 설

정됨.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지적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의 강화가 부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부족, 지역 중심의 추진체계와 지역사회

의 특성 반영 미흡 등을 개선·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본계획들이 청소년 자체에 주안점을 둔 것과

는 달리 기성세대나 성인들이 청소년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정책 비전에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김기헌, 2018).

비전 정책방향
제6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18.01)

Ÿ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Ÿ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7.1)

Ÿ 핵심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서는 청소년

Ÿ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활동 
보장
Ÿ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청소년 환경 조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2.1)

Ÿ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Ÿ 선제적 청소년정책
Ÿ 포괄적 청소년정책
Ÿ 균형적 청소년정책
Ÿ 실질적 청소년정책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10.1)

Ÿ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

Ÿ 통합적 청소년정책
Ÿ 보편적 청소년정책
Ÿ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

[표 5] 청소년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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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정책방향

아동청소년정책기계획
(2008.1)

Ÿ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

Ÿ 아동･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Ÿ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당한 성인으로서 성장할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
Ÿ 아동･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선진사회를 

만듦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7.1)

Ÿ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

Ÿ 꿈과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청소년 
세상’ 실현
Ÿ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위해요인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음으로써 기백과 
늘품이충만한 ‘건강한 청소년 세상’ 실현
Ÿ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청소년이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을 겸비하게 
됨으로써 세계와 인류를 향해 
‘앞서가는청소년세상’ 실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1)

Ÿ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Ÿ 국가 청소년육성정책 총괄 기능 강화
Ÿ 문화･예술,관광, 체육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Ÿ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정책 추진
Ÿ 과학적정책 입안 및 관리 시스템 도입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7)

Ÿ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

Ÿ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

Ÿ 미래사회의 전망
Ÿ 청소년 관련 환경변화 전망
Ÿ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 사회 구현
Ÿ 청소년 정책의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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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계획·운영 중인 9세~18세 청소년 대상으로 

한 추진과제는 총 57개임.

비전 정책방향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3.9)

Ÿ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창달

Ÿ 덕·체·지·예를 고루갖춘 
전인적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Ÿ 신한국의 주인으로서 
개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Ÿ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Ÿ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청소년단체와 지도자를 육성
Ÿ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Ÿ 청소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

한국 청소년기본계획
(1991.6)

Ÿ 덕･체･지의 조화로운 
완성

Ÿ 1,360여만 한국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예방적･종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추진과제 영역 정책수단 대상
범죄초기단계아동 및 보호관찰대상 아동지역 
사회보호강화

보호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소년원아동에 대한 적정처우 제공 보호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소외계층아동을 위한 독서환경조성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실종아동예방 보호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빈곤아동지원 기본계획수립 권리 입법규제 전기청소년

아동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위기개입 체계마련 보호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보호 경제재무 전기청소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운영내실화 복지 경제재무 전기청소년

아동의의견 진술권보장실태진단 및 개선안 마련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아동의견 정기조사·공개 및 아동 견해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확대 복지 경제재무 전기청소년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대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표 6]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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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영역 정책수단 대상

인터넷 등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보호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 권리 입법규제 전기청소년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권리 입법규제 전기청소년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제고 방안 마련 권리 입법규제 전기청소년

친권·양육권 결정시 자녀의견 반영 방안 마련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학습부진아동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및 학습부진 
아동지원 종합대책 수립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공유 권리 정보제공소통 전기청소년

각종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가이드라인 
마련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강화 및 기회확대 활동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교과고수정에서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강화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교사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교육사이트 구축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긍정적사고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활동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권리 경제재무 중기청소년

민관협력을 통한 자립역량 지원 복지 민관협업 중기청소년

부당행위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제공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사교육비 부담 완화 권리 입법규제 중기청소년

사이버도박 등 중독 청소년 발굴·치유지원체계 강화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생애주기별 유해매체·정보 대응 역량 증진교육 체계화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활동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선취업 후 진학 활성화 활동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수능 준비 부담 완화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장애고교생 대상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확대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중학:영어, 수학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디딤돌'’개발·지원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진로, 진학지도 강화 활동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진로교육 제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활동 입법규제 중기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복지 경제재무 중기청소년

청소년근로권익 센터 신설 보호 입법규제 중기청소년

초.중등교육단계의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 활동 민관협업 중기청소년

초중등 창의교육 강화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보보호과정 확 대추진 활동 입법규제 중기청소년

학교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확대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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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 첫째,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청소년정책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 전체(9~24세)에 대한 

세부과제 144개에 대한 사업 284건 중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시

행계획 사업수는 116건에 불과하고(여성가족부, 2018), 전체 청소년사업 중에서 청소년활동 

정책은 세부과제 26개, 사업수 39건에 불과함.

❍ 둘째,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청소년활동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다수 있으나, 오히려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 사업은 그 비중이 낮은 편임. 

❍ 넷째,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중,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 수련원, 문화원) 외에 일반 

공영공간(공공·민간) 활용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개편이나 청소년활동이 생활권 수련시설 

위주로 제시되어 있음. 이외의 시설 즉, 공공·민간 공영공간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은 찾아

보기 어려움.

추진과제 영역 정책수단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연계 강화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복지 경제재무 중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 학업 지원 복지 경제재무 중기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보호 입법규제 중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보호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학교와 교사의 안전기준 준수 강화 보호 입법규제 중기청소년

학령기 청소년 임신시 학업중단 예방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교육 제공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권리 정보제공소통 중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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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환경

□ 하드웨어적 환경

번호 시설별 시설수 대상 기능 이용기간
시설
종류

1 청소년수련관 185
청소년

(9~24세)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2 청소년수련원 189
청소년

(9~24세)
숙박 제공 및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 -

활동
시설

3 청소년문화의집 258
청소년

(9~24세)
정보·문화·예술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 실시 -

활동
시설

4 청소년특화시설 10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

-
활동
시설

5 청소년야영장 43
청소년

(9~24세)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

-
활동
시설

6 유스호스텔 115
청소년

(9~24세)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
활동
시설

7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17

청소년
(9~24세)

지역의 청소년 활동 진흥, 역량개발, 참여 
활성화 등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 -

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29
위기청소년
(9~24세)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상담·보호·의료·자립지원

-
이용
시설

9 청소년쉼터 130
가출 청소년
(9~24세)

일정기간 보호 및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일시(7일이내)
단기(3~9개월)

중장기(3년, 
1년단위 연장)

생활
시설

10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6

소년법 처분 
청소년(1호 

보호자감호위탁)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

처분기간 내
생활
시설

11
청소년 

자립지원관
4

쉼터 등 퇴소 
청소년

쉼터 등 퇴소후 갈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지원

3~6개월
생활
시설

12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13

학교밖청소년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취업 등 자립지원

-
이용
시설

13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1

인터넷·스마트
폰 중독위험군 

청소년
(만13~18세)

인터넷·스마트폰과 차단된 환경에서 
상담·교육·활동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1주(3회)
2주(4회)
3주(6회)
4주(1회)

생활
시설

14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1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만9~18세)

상담·치유 등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4박5일(21회)
1개월(1회)
4개월(2회)

생활
시설

[표 7] 국내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환경 (하드웨어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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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1) 국내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2018)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문화활동 향유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실제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나 TV·영상물 시청을 많이 하는 것

으로 조사됨.

❍ 하지만, 컴퓨터·스마트폰 등의 장시간 사용시에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주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 영향이 커짐(서인균, 이연실, 2016). 

- 또한 공격성을 강화하고 자아존중감에도 부적 영향을 주었는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

불안 수준을 강화하기도 함(심혜선, 전종설, 2018). 

- 컴퓨터의 경우에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신체발달, 식생활 습관 및 영양소 섭취 상태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고(김혜선, 이복회, 2008) 

- 과도한 TV시청도 청소년의 학업성취(Vandewater, Bickham, & Lee, 2006)와 신체 및 인지

적 발달(Hardy et al., 2006)을 저해하는 요인임. 

❍ 이때,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의 다양한 측면(심리·정서발달, 대인관

계, 진로, 흥미, 적성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Munson & Savickas, 1998; Kelly & Kelly, 

1994; 조한범 외, 2000)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게임중독이나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김경식, 2016; 서경현, 김은경, 조성현, 2012; 이홍구, 2003).

-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의 이해, 공동체의식, 문화예술 기능, 창의성, 

주체성 부분에서 비경험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 효과를 보였음(문성호·문호영, 2010)

- 난타활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

타냄(염상석, 2011).

- 오케스트라 활동 역시 청소년들의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성도의·김세준, 2012).

-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공동체적 삶의 체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함(김주희·곽성현, 2015).

❍ 이 외에도 창의성(문성호, 문호영, 2010; 이성흠, 윤초희, 2015; 임영식 외,2010), 내재적 동기

(김현철 외, 2013), 성취동기(도종수, 성준모, 2013), 몰입(김현철 외, 2013), 주체성(문성호, 문

호영, 2010), 자율성(문성호, 문호영,2010), 책임감(이성흠, 윤초희, 2015), 탐구심(문성호, 문호

영, 2010), 도전정신(문성호, 문호영, 2010), 낙관성(도종수, 성준모, 2013) 등 청소년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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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드러났으며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효과 선행연구

심리·정서

긍정적 자아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가지이해, 자신감,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향상

김남정·임영식(2012), 김미현 외(2011)
김순규 외(2012), 김재철 외(2011)
김현철 외(2013), 도종수(2011)
도종수·성준모(2013), 
문성호·문호영(2010)
박재숙(2010), 서정아(2015)
이성은(2009), 송진영·최영란(2016)
임영식 외(2010), 이성흠·윤초희(2015)
최경학·문성호(2015), 진은설(2013)

진로
창의성, 성취동기, 몰입, 주체성, 
자율성, 책임감, 탐구심, 도전정신, 
낙관성 등 향상

김우철 외(2011), 김재철 외(2011)
김현철 외(2016), 문성호·문호영(2010)
조성심·주석진(2010), 
홍은숙·이화숙(2015)

사회성 및 
대인관계

공동체의식, 긍정적 지역사회인식, 
글로벌역량, 리더십생활기술, 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사회적책임감, 
다문화수용성, 팀워크 등 향상
긍정적 대인관계, 배려소통효도예의, 
긍정적 부모관계, 긍정적 교유관계, 
또래관계만족도 등 향상

강현주·신인순(2015), 
고관우·남진열(2011)
김기헌 외(2015), 김순규 외(2012)
도종수·성준모(2013), 
문성호·문호영(2010)
송진영·최영란(2016), 
이성흠·윤초희(2015)
임영식 외(2010), 정건희 외(2013)
최창욱·신윤호(2012), 
조남억·김고은(2014)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등 향상

고관우·남진열(2011), 김순규 외(2012)
김윤정·고정민(2015), 
송진영·최영란(2016)
송진영·최영란(2016), 이응택 외(2016)

[표 8] 문화예술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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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아동청소년 환경분석

1) 경기도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환경 및 추진현황(법, 조례 포함)

(1)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제도 환경

❍ 경기도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를 2000년 제정, 4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2013년 시행하고 

있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차세대위원회 관련 조례는 총 7개 시·군(가평, 안양,의정부, 이

천, 평택, 포천, 하남)에서 시행중이며 광명시의 경우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조례명이 제정되어 

있음.

❍ 이외, ‘어린이‧청소년 의회’, 또는 ‘청소년행복의회’ 등의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이 존재한다. 평택, 하남, 가평의 경우 ‘차세대위원회’와 ‘이동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가 모두 제정·시행 중에 있음. 

2) 경기도 아동청소년 인구현황 분석

(1) 경기도 아동청소년 인구현황

❍ 경기도의 8세에서 18세의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1,452천 명으

로 전체 인구인 13,324천 명의 10.9%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의 15.2%에 비하면 4.3% 낮아

진 것으로 분석됨.

연도 총인구 8~18세 비율

경기도

2010 11,786,622 1,790,364 15.2%
2011 11,937,415 1,748,460 14.6%
2012 12,093,299 1,706,602 14.1%
2013 12,234,630 1,652,216 13.5%
2014 13,357,830 1,600,973 12.0%
2015 12,522,606 1,569,561 12.5%
2016 12,716,780 1,536,460 12.1%
2017 12,873,895 1,502,632 11.7%
2018 13,077,153 1,483,531 11.3%
2019 13,239,666 1,455,624 11.0%

2020(5월) 13,324,041 1,452,052 10.9%
자료출처: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표 9] 경기도 아동청소년 인구 및 비율 

(2) 시도별 아동청소년 인구

❍ 2020년 5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는 10.9%로 전국 평균치인 10.1%보

다 0.8%P 높으며, 전체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동청소년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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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경우는 8.7%로 경기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7대 특·광역시의 경우 11.7%

의 비율을 보여준 광주광역시와 13.9%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지역 총 가구수 10~19세 비율

경기도 80,058 27,704 34.6%
서울특별시 60,950 21,474 35.2%
부산광역시 31,961 10,817 33.8%
대구광역시 23,396 7,638 32.6%
인천광역시 29,670 10,318 34.8%
광주광역시 15,437 4,659 30.2%
대전광역시 14,050 4,768 33.9%
울산광역시 6,926 2,393 34.6%

세종특별자치시 1,477 507 34.3%
강원도 12,702 4,353 34.3%
충청도 27,604 9,920 35.9%
전라도 33,074 11,086 33.5%
경상도 46,145 15,965 34.6%

제주특별자치도 6,065 2,018 33.3%
자료출처 : 통계청. 『한부모가족 수급자 자격별 현황 시도별』(2019)

[표 11] 시도별 한부모가족 가구수 및 비율 

지역 총인구 8~18세 비율

경기도 13,324,041 1,452,052 10.9%
전국 51,841,371 5,224,467 10.1%

서울특별시 9,724,496 845,550 8.7%
부산광역시 3,406,496 297,124 8.7%

대구광역시 2,429,059 244,914 10.1%
인천광역시 2,950,063 299,946 10.2%
광주광역시 1,455,533 170,500 11.7%
대전광역시 1,471,915 159,333 10.8%

울산광역시 1,143,148 123,899 10.8%
세종특별자치시 345,373 47,954 13.9%

강원도 1,538,639 148,047 9.6%
충청도 3,715,220 384,685 10.4%
전라도 3,666,042 370,547 10.1%
경상도 6,000,107 602,404 10.0%

제주특별자치도 670,793 77,512 11.6%
자료출처 : 통계청.『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2020)

[표 10] 시도별 아동청소년 인구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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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스트레스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한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지를 측정함. 그 결과 경기도 청소년들

의 41.6%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시도의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임. 

❍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의 경우 41.6%로 경기도와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7대 특·광역시

들은 대전광역시의 42.8%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에 비해 낮은 수치임.

지역 분석대상자수 인지율 표준오차

경기도 12,360 41.6% 0.8

서울특별시 8,337 41.6% 1.1

부산광역시 3,512 36.6% 1.4

대구광역시 2,965 35.9% 1.7

인천광역시 3,241 39.7% 1.5

광주광역시 2,296 39.3% 1.4

대전광역시 2,184 42.8% 2.1

울산광역시 1,844 34.2% 0.8

세종특별자치시 956 37.2% 0.7

강원도 2,056 39.0% 1.8

충청도 4,789 41.65% 1.7
전라도 4,999 40.05% 1.8
경상도 6,481 37.50% 1.3

제주특별자치도 1,283 40.0% 3.0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

[표 12] 시도별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4) 청소년 범죄

❍ 경찰청의 『경찰통계연보』의 2018년 소년 천 명당 범죄발생건수에서는 전국 시도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발생을 기록함. 경기도의 경우 범죄발생건수는 17,203건으로 가장 

많으나, 천 명당 수치는 12.4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전국 평균 12.9건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이는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임. 서울은 천 명당 13.1건으로 경기도보다 높은 수준임. 7대 

특·광역시들은 부산 19.4건, 대구 13.1건, 인천 16.1건, 광주 14.2건, 대전 14.0건으로 대부분 

경기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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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천 명당 발생건수 소년범죄 발생건수 소년인구

경기도 12.4 17,203 1,384,896

전국 12.9 66,255 5,131,153

서울특별시 13.1 11,193 855,121

부산광역시 19.4 5,738 296,145

대구광역시 13.1 3,277 249,672

인천광역시 16.1 4,706 292,324

광주광역시 14.2 2,438 171,887

대전광역시 14.0 2,246 160,537

울산광역시 12.4 1,509 121,540

강원도 12.5 1,881 150,060

충청도 12.8 5,258 409,959
전라도 11.7 4,372 374,297
경상도 9.5 5,606 590,996

제주특별자치도 11.2 828 73,719

자료출처: 경찰청.『경찰통계연보』(2018)

[표 13] 시도별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발생건수

(5)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개황

❍ 경기도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1,288개, 중학교 627개, 고등학교 474개로 총 2,389개의 학교

를 보유하고 있음. 

- 전체 학생 수는 1,486,944명이고 전체 교원 수는 110,613명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22.4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교원당 평균 학생 수는 13.4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 수는 1,313개, 전체 학생 수는 866,395명, 전체 교원 수는 71,169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59.9명, 교원당 평균 학생 수는 12.2명으로 나타남. 

- 7대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서울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도보다 낮음.

지역 전체 학교 수 전체 학생 수 전체 교원 수 학교당 평균 
학생 수

교원당 평균 
학생 수

경기도 2,389 1,486,944 110,613 622.4 13.4
전국 11,664 5,452,805 455,943 467.5 12.0

서울특별시 1,313 866,395 71,169 659.9 12.2
부산광역시 619 311,059 25,965 502.5 12.0
대구광역시 447 259,606 22,403 580.8 11.6
인천광역시 510 313,712 24,615 615.1 12.7
광주광역시 312 181,106 14,697 580.5 12.3

[표 14]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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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공연공간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공연예술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의 공연장은 171개로 서울 

450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연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장 하나당 8~18세 아동청소년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는 공연장 하나당 8,787명으

로 아직 공연장이 부족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임. 

- 전국 평균은 5,478명, 서울의 2,066명으로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62%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서울에 비해 네 배 이상 높게 나타남.

대전광역시 298 168,370 14,530 565.0 11.6
울산광역시 239 133,313 10,785 557.8 12.4

세종특별자치시 90 48,569 4,227 539.7 11.5
강원도 627 155,888 16,115 248.6 9.7
충청도 1181 410,489 36,541 347.6 11.2
전라도 1580 396,518 40,084 251.0 9.9
경상도 1871 641,162 57,830 342.7 11.1

제주특별자치도 188 79,674 6,369 423.8 12.5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기본통계』(2019)

지역 공연장 개수 아동청소년 인구(2017) 공연장 당 아동청소년 수

경기도 171 1,502,632 8,787 

전국 1,019 5,582,034 5,478 

서울특별시 450 929,778 2,066 

부산광역시 80 321,867 4,023 

대구광역시 67 271,547 4,053 

인천광역시 43 319,161 7,422 

광주광역시 40 187,335 4,683 

대전광역시 44 175,827 3,996 

울산광역시 22 133,875 6,085 

세종특별자치시 2 37,492 18,746 

강원도 56 162,795 2,907

충청도 84 406,786 4,843 

전라도 98 407,535 4,159 

경상도 116 645,237 5,562 

제주특별자치도 74 80,167 1,083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공연예술조사』(2017)

[표 15] 시도별 공연장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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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부모가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필요함. 

❍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좀더 세밀한 방법으로 문화활동이나 참여의 방

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트레

스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3) 경기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1)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2019)

□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만족도(평균)

❍ 경기도와 경기도 외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만족도를 비교함.

❍ 경기도의 경우 서양음악(6.00 > 5.82), 전통예술(6.20 > 5.64), 연극(5.77 > 5.75), 대중음악/연

예(6.15 > 6.09) 장르의 만족도가 경기도 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문학행사(5.18 < 5.51), 미술 전시회(5.55 < 5.59), 뮤지컬(5.50 < 5.95), 영화(5.91 < 

5.94) 장르의 만족도는 경기도 외 지역보다 경기도에서 더 낮은 수치를 보임.

❍ 경기도가 경기도 외 지역보다 전통예술은 평균 약 0.54점 정도 높았으며, 반면 뮤지컬은 0.45

점 정도 낮게 나타남.

만족도
(평균)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경기도 5.18 5.55 6.00 6.20 5.77 5.50 - 5.91 6.15

경기도외 5.51 5.59 5.82 5.64 5.75 5.95 5.59 5.94 6.09

[표 16]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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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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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만족도(평균)

❍ 경기도와 경기도 외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만족도를 비교함.

❍ 경기도의 경우 문학행사(5.40 > 5.12), 서양음악(6.00 > 5.60), 뮤지컬(6.00 > 5.67) 장르의 만

족도가 경기도 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전통예술, 무용, 영화 장르의 참여경험은 없었음.

❍ 반면, 미술 전시회(5.00 < 5.20), 연극(6.00 < 6.11), 대중음악/연예(6.00 < 6.10) 장르의 만족

도는 경기도 외 지역보다 경기도 지역이 낮게 나타남.

❍ 경기도 지역은 문학행사(5,18)의 관람경험이 경기도 외 지역보다 낮았으나, 참여경험에서는 연

극(5.40)으로 경기도 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관람경험에서 연극과 대중음악/연예(5.77, 

6.15)는 경기도 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경험에서는 연극과 대중음악/연예(6.00, 

6.00)는 경기도 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남.

만족도
(평균)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경기도 5.40 5.00 6.00 - 6.00 6.00 - - 6.00

경기도 외 5.12 5.20 5.60 5.80 6.11 5.67 4.50 5.71 6.10

[표 17]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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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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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에 대해 비교 분석함.

❍ 경기도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이 80.20%로 경기도 외 지

역 92.60% 보다 약 12.4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 외 지역보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관련 인프라가 많은 서울 등의 지역(외

곽)으로 관람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교차분석 결과, pearson 카이제곱 

p < .001).

구분(비율)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

경기도 80.20 19.80

경기도 외 92.60 7.40

[표 18]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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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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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대한 보완점

❍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대한 보완점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비율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기도 외 지역보다 ‘작품의 질 향상(23.30% > 21.50%)’, ‘접근성 향상

(20.90% > 12.60%)’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관람비용 저렴(39.50% < 44.00%)’, ‘개최빈도 상승(5.80% < 7.50%)’, ‘정보의 다양화

(8.10% < 10.80%)’, ‘이해하기 쉬운 행사(1.20% < 2.90%)’에 대한 비율은 경기도 외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 외 지역보다 작품의 수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며, 접근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비율)

작품의 질
향상

관람비용
저렴

개최빈도
상승

접근성
향상

정보의
다양화

이해하기
쉬운 행사 기타

경기도 23.30 39.50 5.80 20.90 8.10 1.20 1.20

경기도 외 21.50 44.00 7.50 12.60 10.80 2.90 0.70

[표 19]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대한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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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대한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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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사 선택기준

❍ 문화예술행사 선택기준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비율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경기도 외 지역보다 ‘행사의 내용 및 수준(48.35% > 32.30%)’, ‘전문가 

의견/언론보도(2.20% > 1.70%)’, ‘주위의견/네티즌 의견(6.59% > 4.80%)’에 대한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관람비용 적절성(21.98% < 30.50%)’, ‘참가자의 유명도(5.49% < 9.90%)’, ‘행사장소 유

명도(2.20% < 2.60%)’, ‘교통 편의성(4.40% < 7.80%)’, ‘편의시설 구비여부(1.10% < 2.00%)’, 

‘접근성(7.69% < 8.00%)’에 대한 비율은 경기도 외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경기도 지역의 관람객들은 행사 프로그램의 수준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임. 문화예

술행사 선택 시 교통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는 않으나, 보완점에서 

‘접근성 향상(20.90%)’에 대한 아쉬움을 3순위로 나타낸 만큼 경기도 지역에 질이 높은 문화

예술행사를 기획하면서도 보다 가까운 위치에 공연공간을 조성한다면 더 높은 관람률을 나타

낼 것으로 판단됨.

구분
(비율)

행사의
내용 

및 수준

관람비
용

적절성

참가자
의

유명도

행사
장소

유명도

교통
편의성

편의시
설

구비여
부

전문가 
의견/
언론보

도

주위의
견/

네티즌 
의견

접근성
(가깝
다)

기타

경기도 48.35 21.98 5.49 2.20 4.40 1.10 2.20 6.59 7.69 -

경기도 외 32.30 30.50 9.90 2.60 7.80 2.00 1.70 4.80 8.00 0.30

[표 20] 문화예술행사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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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화예술행사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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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행사 관람 걸림돌

❍ 문화예술행사 관람 걸림돌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비율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 지역의 경우, ‘시간 부족(30.80% > 26.30%)’, ‘관련정보 부족(13.20% > 7.50%)’, ‘교통 

불편(5.50% > 3.40%)’, ‘편의시설 불편(2.20% > 1.20%)’에 대해 경기도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비용(36.30% < 41.10%)’, ‘관심 프로그램 부족(6.60% < 12.60%)’, ‘가까운 시설 

부족(5.50% < 7.00%)’에 대한 비율은 경기도 외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남.

❍ 이에 경기도는 그 외 지역보다 관심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높은 비용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

적으로 낮으나, 시간 부족에 따른 관련정보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고 있으며 교통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비율)

높은 
비용

시간 
부족

관심 
프로
그램 
부족

교통 
불편

편의
시설 
불편

관련정
보 부족

관람
동반자 
없음

가까운 
시설 
부족

기타

경기도 36.30 30.80 6.60 5.50 2.20 13.20 - 5.50 -

경기도 외 41.10 26.30 12.60 3.40 1.20 7.50 0.30 7.00 0.50

[표 21] 문화예술행사 관람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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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화예술행사 관람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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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환경 만족도

❍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환경 만족도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 외 지역의 평균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의 경우, ‘문예회관(6.00 > 5.88)’, ‘복지회관(6.00 > 5.63)’, ‘청소년회관(5.75 > 5.22)’, 

‘문화원(6.00 > 5.50)’, ‘도서관(5.64 > 5.54)’, ‘박물관(미술관)(5.92 > 5.52)’, ‘생활 문화센터

(6.00 > 5.25)’, ‘주민자치센터(6.00 > 4.79)’에 있어서 경기도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임.

❍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경기도 외 지역보다 약 1.21점 높은 평균을 보이면서 가장 만족도 차

이가 큰 시설인 것으로 드러남.

❍ 반면, ‘시, 군, 구민회관(5.00 < 5.55)’, ‘문화의 집(5.00 < 5.91)’, ‘사설 문화센터(5.00 < 5.41)’, 

‘민간공영장(5.74 < 5.82)’에 있어서는 경기도 지역이 경기도 외 지역보다 만족도 평균이 낮게 

나타남.

❍ 문화의 집에 대해 약 0.91점 정도 낮은 평균을 보이면서 상대적인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공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공영장에 있어 경기도 외 지역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는 문학관과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에 대한 공간 및 환경 만족도 응답은 없었음.

구분
(평균)

시,군,
구민 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경기도 5.00 6.00 6.00 5.75 6.00 5.64 5.92

경기도
외 5.55 5.88 5.63 5.22 5.50 5.54 5.52

구분
(평균)

문학관
생활

문화센터
문화의 집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

주민
자치센터

민간
공영장

경기도 - 6.00 5.00 - 5.00 6.00 5.74

경기도
외

5.00 5.25 5.91 6.00 5.41 4.79 5.82

[표 22]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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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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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활동 공간 프로그램 만족도

❍ 문화예술 활동 공간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 외 지역의 평균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회관(5.54 > 5.33)’, ‘도서관(5.75 > 5.56)’, ‘박물관(미술관)(5.56 > 

5.52)’, ‘주민자치센터(6.00 > 4.60)’, ‘민간공영장(5.96 > 5.58)’의 프로그램에 대해 경기도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경기도의 주민자치센터는 공간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모두 높은 공

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공연장의 경우 공간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경기도 외 지역보

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남.

❍ 한편, 경기도는 문예회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응답은 없었음.

구분
(평균)

시,군,
구민 회관

문예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경기도 5.00 - 4.00 5.54 5.00 5.75 5.56

경기도
외

5.72 6.07 5.67 5.33 5.60 5.56 5.52

구분
(평균) 문학관 생활

문화센터 문화의 집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

주민
자치센터 민간공영장

경기도 - - 5.00 - - 6.00 5.96

경기도
외 5.25 5.25 5.71 5.67 5.36 4.60 5.58

[표 23] 문화예술 활동 공간 프로그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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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문화예술 활동 공간 프로그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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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의 어려움

❍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의 어려움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비율을 비교 분석

함.

❍ 경기도의 경우, ‘높은 비용(25.3% > 20.6%)’, ‘관련정보 부족(14.3% > 9.2%)’, ‘교통 불편(5.5% 

> 4.8%)’ 순으로 경기도 외 지역보다 문화예술공간 참여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로 나타남.

❍ 반면, ‘시간 부족(29.7% < 33.1%)’, ‘관심 프로그램 부족(17.6% < 21.8%)’, ‘편의시설 불편

(1.1% < 2.2%)’, ‘관람동반자 없음(1.1% < 2.0%), ’가까운 시설 부족(5.5% < 5.8%)‘ 항목은 

경기도 외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이에 경기도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은 가까운 시설이나 관심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공간에 대한 관련정보가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높은 비

용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비율)

높은 
비용

시간 
부족

관심 
프로그램 

부족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불편

관련정보 
부족

관람동반
자 없음

가까운 
시설 
부족

기타

경기도 25.3 29.7 17.6 5.5 1.1 14.3 1.1 5.5 -

경기도
외 20.6 33.1 21.8 4.8 2.2 9.2 2.0 5.8 0.3

[표 24]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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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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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 시 가장 중요한 기준

❍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비율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는 ‘프로그램 수준(50.90% > 42.6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 기준으로 꼽았

으며, ‘적절한 비용(22.80% < 25.39%)’을 2순위로, ‘교통 편의성(8.80% > 5.76%)’과 ‘주위의견/

네티즌 의견(8.80% > 4.71%)’을 3순위로 꼽음.

❍ 단,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는 2순위로 꼽긴 하였으나, 경기도 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행사시간 및 시간(1.80% < 9.16%)’, ‘접근성(가깝다)(5.30% < 8.38%)’ 항목에서는 경기

도 외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주관단체 등 유명도, 편의시설 구비여부, 기타 항목에 대한 경기도의 응답은 없었음.

구분
(비율)

적절한
비용

프로
그램
수준

행사
기간

및 시간

주관단
체 등
유명도

교통
편의성

편의시설
구비여부

전문가 
의견/

언론보도

주위의견
/

네티즌 
의견

접근성
(가깝다)

기타

경기도 22.80 50.90 1.80 - 8.80 - 1.80 8.80 5.30 -

경기도
외

25.39 42.67 9.16 1.57 5.76 1.05 1.05 4.71 8.38 0.26

[표 25]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 시 가장 중요한 기준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적절한비용 프로그램수준 행사기간

및시간

주관단체등

유명도

교통편의성 편의시설

구비여부

전문가의견/
언론보도

주위의견/
네티즌의견

접근성

(가깝다)
기타

경기도 경기도외

[그림 12] 문화예술 활동 공간 참여 시 가장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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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여가활동조사(2019)

□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공공시설)

❍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공공시설)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평균을 비교 

분석함.

❍ 경기도는 ‘존재 인식(4.37) > 프로그램 충분도(4.31) > 이용 충분도(4.27) > 프로그램 인지도

(4.06)’ 순의 만족도를 보임.

❍ 반면, 경기도 외 지역은 ‘존재 인식(4.49) > 이용 충분도(4.38) > 프로그램 충분도(4.28) > 프

로그램 인지도(4.16)’ 순의 만족도를 보임.

❍ 이에 따라, 전체 지역 모두 생활권 내 여가공간의 존재 인식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프로그램 충분도(4.31)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경기도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임.

❍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공공시설)는 경기도(4.96), 경기도 외(5.19)로 경기도가 평균 0.23점 

정도 낮게 나타남.

구분(평균) 존재 인식 이용 충분도 프로그램 인지도 프로그램 충분도 만족도

경기도 4.37 4.27 4.06 4.31 4.96

경기도 외 4.49 4.38 4.16 4.28 5.19

[표 26]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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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공공시설)



Ⅱ. 연구 설계와 방법｜43

□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공공시설) - 회귀분석

❍ 생활권 내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 존재 인식, 이용 충분도, 프로그램 인지도, 프로그램 충분도

에 따른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경기도의 경우 모형이 유의하지 않았고, 경기도 외 지역의 경우 생활권 내 공공문

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존재 인식도가 높을수록, 생활권 내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프

로그램 충분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생활권 내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 대입하기에 완전치는 않으나, 경기도 외 지역에 대한 시사로 말미

암아 볼 때 생활권 내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충분도나 프로그램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노

력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존재 인식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충분도가 높다고 느끼

도록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

모형(종속변수: 만족도) β SE p VIF

경기도

(상수) 4.152 .000

존재 인식 -.144 -.246 .498 3.123

이용 충분도 .073 .132 .706 2.924

프로그램인지도 .069 .134 .742 3.912

프로그램충분도 .194 .333 .315 2.564

경기도 
외**

(상수) 3.720 .000

존재 인식 .146 .196 .020** 2.062

이용 충분도 -.015 -.022 .814 2.501

프로그램인지도 .046 .074 .469 3.098

프로그램충분도 .143 .211 .042** 3.154

** : < .05

[표 27]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 회귀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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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내 여가산업 만족도(민간시설)

❍ 생활권 내 여가산업 만족도(민간시설)에 대해 경기도 지역과 경기도 외 지역의 평균을 비교 

분석함.

❍ ‘공간산업(4.64 < 4.84)’, ‘용품산업(4.63 < 4.79)’, ‘서비스산업(4.60 < 4.80)’ 모두 경기도 외 

지역의 만족도가 경기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 내에서는 ‘공간산업(4.64) > 용품산업(4.63) > 서비스산업(4.60)’ 순으로 나타남.

구분(평균) 공간산업 용품산업 서비스산업

경기도 4.64 4.63 4.60

경기도 외 4.84 4.79 4.80

[표 28] 생활권 내 여가산업 만족도(민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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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활권 내 여가산업 만족도(민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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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통계 2020

□ 여가활동시간(초등학생)

❍ 2017~2019년 3년간 초등학생(1~6학년)의 여가활동 시간을 분석함.

❍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의 여가활동시간은 2~3시간(20.9%), 1~2시간(20.0%), 5시간 이상

(17.1%)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구분(비율)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017 15.7 21.5 18.1 17.1 9.9 17.6 

2018 14.3 20.2 20.1 17.3 9.7 18.3 

2019 15.4 20.0 20.9 15.7 10.8 17.1 

[표 29] 여가활동시간(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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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여가활동시간(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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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시간(중학생)

❍ 2017~2019년 3년간 중학생(1~3학년)의 여가활동 시간을 분석함.

❍ 2019년 기준, 중학생의 여가활동시간은 1~2시간(25.9%), 2~3시간(23.7%), 3~4시간(16.7%)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구분(비율)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017 14.6 29.9 22.6 15.2 7.3 10.5 

2018 11.2 29.2 22.9 17.4 7.7 11.5 

2019 11.7 25.9 23.7 16.7 9.9 12.2 

[표 30] 여가활동시간(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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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여가활동시간(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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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시간(고등학생)

❍ 2017~2019년 3년간 고등학생(1~3학년)의 여가활동 시간을 분석함.

❍ 2019년 기준,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시간은 1~2시간(34.6%), 2~3시간(21.5%), 1시간 미만

(20.6%)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구분(비율)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017 27.0 34.4 18.1 9.9 4.0 6.6 

2018 23.3 31.5 21.5 12.2 4.5 7.0 

2019 20.6 34.6 21.5 10.6 5.5 7.1 

[표 31] 여가활동시간(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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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여가활동시간(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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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 - 주중 여가활동

❍ 아동청소년(13~19세)의 주중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함.

❍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주중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79.2%), 휴식 활동

(60.8%), TV/DVD 시청(59.9%)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구분
(비율)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휴식 활동
TV/

DVD 시청
취미/

자기개발 활동
문화예술 관람

2017 73.7 59.8 63.4 28.3 13.4 

2019 79.2  60.8 59.9 32.5 15.3 

구분
(비율)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기타활동
문화예술참여

관광 
활동

기타

2017 14.1 4.8 4.3 5.4 1.8 0.2 

2019 15.1  4.9 3.5 4.9 1.3 0.2 

[표 32] 여가활동 - 주중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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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여가활동 - 주중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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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 -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

❍ 아동청소년(13~19세)의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함.

❍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동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73.9%), 휴식 

활동(60.4%), TV/DVD 시청(53.2%)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구분
(비율)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휴식 활동
TV/

DVD 시청
취미/

자기개발 활동
문화예술 관람

2017 67.7 58.8 55.5 22.6 28.1 

2019 73.9  60.4 53.2 25.5 28.7 
구분

(비율)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기타활동

문화예술참여 관광 활동 기타

2017 16.3 5.7 9.8 4.0 9.3 0.2 

2019 14.0  5.9 8.1 4.5 8.0 0.0 

[표 33] 여가활동 -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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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여가활동 - 주말 및 휴일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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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 아동청소년(13~19세)의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함.

❍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활동(52.0%), 문화예술 관람

(46.2%), 취미/자기개발 활동(44.8%)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구분
(비율)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휴식 활동
TV/

DVD 시청

취미/
자기개발 

활동
문화예술 관람

2017 33.5 28.5 17.7 44.6 45.6 

2019 39.0  30.1 16.8 44.8 46.2 
구분

(비율)
스포츠 활동 스포츠 관람

사회/
기타활동

문화예술참여 관광 활동 기타

2017 26.4 14.3 8.9 10.7 53.7 0.2 

2019 25.8  15.5 6.2 12.7 52.0 0.3 

[표 34]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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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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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현황은 첫째,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음. 

❍ 하지만 전체 시도와 비교했을 때 네 번째로 높은 아동청소년 비율을 보여주며, 아동청소년 인

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둘째, 아동청소년의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많은 만큼 가장 

많은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비율로는 34.6%로 전체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나타남. 

❍ 셋째, 경기도 지역 청소년들의 41.6%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서울과 근사한 수치이며 대전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들보다 경기도의 청소년들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넷째,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 범죄는 17,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나, 청

소년 천 명당 범죄건수는 12.4건으로 전국 평균인 12.9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 13.1건, 7대 특·광역시인 부산 19.4건, 대구 13.1건, 인천 16.1건, 광주 14.2건, 대전 14.0

건으로 대부분 경기도보다 높은 수치임. 

❍ 다섯째,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1,288개, 중학교 627개, 고등학교 474개로 도내

에 총 2,389개의 학교가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1,486,944명, 전체 교원 수는 110,613명으로 

나타남.

❍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22.4명, 교원당 학생 수는 13.4명으로 나타남. 

❍ 7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59.9명, 교원당 평균 학생 수는 

12.2명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임. 

❍ 여섯째, 경기도의 공연장은 171개로 아동청소년 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공연장 하나당 8,787

명의 수치임. 

❍ 이는 전국 평균인 5,478명보다 62%정도 높은 수치이며, 서울의 2,066명에 비해 네 배 이상 

높고, 7대 특·광역시 모두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임.

❍ 따라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현황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첫째, 아동청소년에게 더 많은 문화

시설과 지도인력이 필요함. 

❍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아동청소년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공연장과 학교, 

교원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범죄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참여와 활동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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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사례분석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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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사례분석

1. 국내사례

□ 아동청소년 연극과 공연공간 

❍ 아동청소년 연극은 원래 아동청소년이 어른의 도움을 받아 만드는 연극이었으나,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극으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어른과 어린이 관객 모두 포괄하는 경향을 띠며 

‘가족극’이라는 명칭으로 불림.

❍ 아동청소년 연극은 사실성과 상상력이 적당히 조화되어 어린이들의 미감을 자극할 수 있는 무

대, 그리고 장치나 전용 소품, 변용이 가능한 무대가 아동청소년 연극에 필요함.

□ 국내사례 선정

❍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 사례분석은 총 5개(종로아이들극장,  미아

리고개예술극장, 행화탕, 보람인형극장, 판타지아극장)의 사례를 선정함.

❍ 사례선정 기준은 국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연공간과 성공적인 소규모 

공연공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극장 규모나 프로그램 구성,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선정함. 

- 추후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사업추진 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선정함.

- 서울 3곳(종로아이들극장, 미아리고개예술극장, 행화탕)과 경기도 2곳(보람인형극장, 판타지

아극장)을 선정하여 조사함.

지역 극장 명 선정 이유

서울
종로구 종로아이들극장 국내 유일의 아동청소년 전문 공연공간
성북구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연공간
마포구 행화탕 유휴시설을 활성화한 공연공간

경기도
파주시 보람인형극장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공연공간
부천시 판타지아극장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표 35] 국내사례 선정  

(1) 서울 종로아이들극장

① 개요 

□ 국내 공립 최초의 아동 공연장

❍ 종로아이들극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드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담은 극장으로, 전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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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전문 공연장임.

❍ 2002년부터 축제를 이어온 아시테지아동청소년연극축제와 아이들거리축제를 국제아동청소년연

극협회(ASSITEJ)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

❍ 국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최초로 전문 공연감독을 고용하여, 아동청소년 공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음.

구분 내용

위치 종로구 혜화동 1-21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광 신관

규모 좌석 : 281석 / 무대 크기 : 폭 14.5m x 깊이 6m x 높이 4.6m

개관 연도 2016년 4월 30일

주최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jct.jfac.or.kr/site/child/home

[표 36] 서울 종로아이들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어린이를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공연장

❍ 종로아이들극장은 아동 전문 극장답게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구조, 객석 등 시

설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성하였음.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상시 상영하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연극교실, 가족체험단 등

을 통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종로구는 혜화로 역사탐방로 사업구간에 ‘아동테마가로’를 조성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거리를 

만들고, 아이들극장의 거점화를 위해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또한 종로구는 종로아이들극장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연극 축제도 기획·운영하고 있음.

- 혜화동로터리에서 아이들극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아이들거리축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테지아동청소년연극축제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들도 선보이고 있음.

③ 공간 특성

□ 아동의 공연체험을 위한 공연시설

❍ 비대칭, 기하학적인 패턴의 공연장을 통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을 발달시키며,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공간 지각능력과 두뇌활동에 좋은 환경을 제공함(키즈아이디, 2016).

❍ 종로아이들극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총 면적 1,185㎡의 건물로, 281석의 프로시니움 무대

를 갖추고 있음. 종로구에서 설립하여 종로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공연장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창의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로 무대에 올리고 있음.



Ⅴ.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및 분석 ｜57

[그림 21] 종로아이들극장 공연장 내외부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 아동극축제를 통해서 아동의 수준에 맞춰 제작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초청 아동극 작품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2] 공연 포스터(수상한 외갓집, Viaggio di una nuvola) 

  

⑤ 지역 효과

□ 지역내 아동청소년의 공연문화 경험 및 수준 향상 기여

❍ 종로아이들극장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아동청소년 전용극장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 지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창의력과 감성을 키워주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문

화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급의 공연예술을 선보임. 

□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객개발 노력

❍ 아이들을 위한 공연축제인 아시테지와 아이들 거리축제를 진행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

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게 공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관객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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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어, 지역내 어린이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

음.

□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문화접근성 개선

❍ 거리공연축제를 운영함으로써 공연장 안에서만 공연을 관람한다는 인식을 없애고, 편하게 다

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음.

⑥ 시사점

□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최초의 아동 공연장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공연장으로 일반 공연장과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맞춘 

시설과 객석을 갖추고 있음.

- 어린이 전용극장인 만큼 아이들에 맞춰 설계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안전성, 편의성에 각

별히 신경쓴 공연장이라는 평가가 있음.

- 또한 아이들이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로비 크기를 관람 인원 300명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이로 조성함. 

-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로비에 빛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건물 전면, 측

면에 대형 유리로 디자인 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아이들을 위해 배려함. 

□ 아동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존 공연장들은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종로아이들극장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함께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아동청

소년을 위한 공연축제도 운영하는 등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아동청소년에게 맞춘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

청소년에 집중하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있음.

(2) 파주 보림인형극장

① 개요 

□ 유아동 그림책 전문 출판사 보림출판사가 세운 극장

❍ 보림인형극장은 보림출판사에서 설립한 인형극장으로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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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파주시 문발동 광인사길 88

규모 좌석 : 200석 / 무대 크기 : 폭 7.5m x 깊이 7.5m

개관 연도 2010년

주최 ㈜보림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http://www.borimtheater.com/home/index.php

[표 37] 파주 보림인형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파주출판단지의 아동용 공연장

❍ 보림출판사는 유아동 그림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로 아동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인형극

을 주로 선보이고 있음.

❍ 파주출판단지에 설립되어 인형극장 외에 갤러리와 책방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아동을 위한 국내외 인형극 작품 공연

❍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간에서 운영되는 인형극장으로 국내·외의 인형극 작품과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음.

③ 공간 특성

□ 다양한 문화시설로 구성된 공간 

❍ 공연장은 폭 7.5m 깊이 7.5m의 무대와 2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가족 인형극을 위해 설계되

었으며, 보림출판사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인형극장으로 국내외의 인형극들을 초청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음. 극장 

이외에 홍성찬갤러리와 보림책방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음.

[그림 23] 보림인형극장 공연장 내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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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인형을 통한 인형극과 해외초청작품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

음.

[그림 24] 공연 포스터(이불꽃, 토끼와 자라) 

⑤ 지역 효과

□ 파주 출판도시라는 지역적 특색과 어울리는 공간

❍ 파주 출판도시에 공연장과 갤러리의 공간을 통해 문화적 다채로움을 더함.

❍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적 특색을 각인시킴.

⑥ 시사점

□ 지역적 특색과 콘텐츠를 갖춘 공연장

❍ 지역적 특색에 알맞은 공연장과 갤러리, 책방 등의 공간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적 경험을 가능

하게 함.

❍ 접하기 어려운 인형극을 선보임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심어

줄 수 있음.

(3) 서울 행화탕

① 개요 

□ 오래된 대중목욕탕의 문화예술공간으로의 변화

❍ 행화탕은 대중목욕탕으로 운영되다 2007년에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하였으나, 2016년 

문화예술콘텐츠랩축제행성이 행화탕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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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길 12

규모 좌석 : 40석(가변형 관람석) / 무대 크기 : 60㎡

개관 연도 2016년 3월

주최 문화예술콘텐츠랩축제행성

홈페이지 주소 https://ko-kr.facebook.com/haenghwatang/

[표 38] 서울 행화탕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1960년대 설립된 대중목욕탕

❍ 행화탕은 오래된 대중목욕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모임장소의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배경을 통

해 지역주민들이 축제처럼 즐거운 기억과 의미를 남기고자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킴.

❍ 행화탕은 2016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며, 현대미술과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

연을 선보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됨.

③ 공간 특성

□ 낡은 건물의 외형을 유지한 공간 활용

❍ 문화예술콘텐츠랩축제행성이 2016년부터 행화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과 연극의 문화예술

공연이나 강연을 하는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고, 공연이 없을 때는 카페 형태로 운영

하고 있음.

❍ 과거 대중목욕탕이었던 곳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오래된 대중목욕탕의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있음.

[그림 25] 행화탕 내외부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 신진예술가들과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미술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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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공연 포스터(탕탕, 요즘, 나의...)

⑤ 지역 효과

□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폐건물

❍ 낡은 대중목욕탕이라는 오래되고 친근한 이미지로 지역주민의 심리적 접근성이 좋음.

❍ 작은 공간이지만 자유로운 공간운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임.

❍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거점이 되어 예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

⑥ 시사점

□ 적절한 유휴공간 활용의 표본

❍ 지역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음.

❍ 고급스럽고 큰 공연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설로는 많이 뒤떨어지지만 작은 공연장으로도 큰 

공연장을 뛰어넘는 문화적 영향을 선보일 수 있음.

(4) 서울 미아리고개예술극장

① 개요

□ 지역의 건강한 공연문화 생산·소비 생태계 조성

❍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1998년 활인소극장으로 출발하여, 2009년부터 공공극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15년 미아리고개예술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 성북문화재단의 출범 이후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연극협회 

및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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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동소문로 177

규모 좌석 : 90석(가변형 관람석) / 무대 크기 : 79.5㎡

개관 연도 1998년

주최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s://www.miari-cooptheater.com/

[표 39] 서울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지역 예술가, 활동가,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1998년 개관 이후 지역 공공극장으로 운영되었고, 2015년부터 지역예술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성북문화재단과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의 협력·운영

❍ 현재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과의 민관 협력형 지역극장 운영모델을 실험 중이며, 지역 예술가, 

활동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③ 공간 특성

□ 고가도로 하부의 공간을 활용한 극장

❍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고가도로 아래쪽의 공간을 활용하여 세워진 극장으로, 최대 90석의 계

단식 가변형 객석과 가변형 스테이지를 갖추고 있음.

❍ 다양한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성북문화재단과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이 공동운영 중

임.

[그림 27]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공연장 내외부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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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공연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되고 있음.

[그림 28] 공연 포스터(서울 변방 연극제, 청소년, 봄을 짓다)
⑤ 지역 효과

□ 창작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성북문화재단과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이 협력·운영하며, 문화정책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지역형 극장 모델 개발을 통해 ‘건강한 공연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

적으로 함.

⑥ 시사점

□ 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운영 형태

❍ 성북문화재단은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운영위원장이 되어 재단의 사업, 

예산,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문화 협치를 이루어냄.

❍ 민·관 협력형 운영으로 소통이 원활하여 창작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예술적 성향과 특

색을 선보이며, 지역주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음.

(5) 부천 판타지아극장

① 개요

□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공연장

❍ 판타지아극장은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객석과 

무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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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부천시 장말로 107, 1층

규모 좌석 : 181석 / 무대 크기 : 98㎡

개관 연도 1999년

주최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bcf.or.kr/coro/conc/conctour/concerttourList4.act

[표 40] 부천 판타지아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경인지역의 최초 상설 어린이극장

❍ 판타지아극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극장으로, 설립된 후 현재까

지 75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어린이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어린이를 위한 공연프로그램

❍ 수시로 어린이공연 공모를 통해 작품성, 교육적 효과, 극단의 추진역량 등 여러 부문에서 전

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어린이공연 콘텐츠를 선정하여 공연장에 올리고 있음.

③ 공간 특성

[그림 29] 판타지아극장 공연장 내외부 모습

□ 복합문화공간 복사골문화센터

❍ 판타지아극장이 위치해 있는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문화, 청소년문

화, 어린이문화가 상생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부천 지역의 문화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건립됨.

❍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사골문화센터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아트

홀, 평생학습센터 등이 위치해 있는 복합문화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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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공연장

❍ 어린이의 체격에 맞춘 객석과 무대 등 여러 시설이 어린이를 위해 제작되어 어린이 관객에게 

최적의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위해 가족 인형극, 가족 뮤지컬 등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음.

④ 프로그램 구성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과, 가족들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수준의 공연을 선보임.

[그림 30] 공연 포스터(피터 래빗, 캣 조르바)

⑤ 지역 효과

□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어린이의 문화예술 역량 증가

❍ 공모를 통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은 작품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수준 높은 

공연들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있음.

❍ 지역의 유아교육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연대로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복사골문화센터

❍ 판타지아극장 외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복합문화시설로써 부천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함.

⑥ 시사점

□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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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아극장은 어린이 관객의 공연 관람에 최적화된 공연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며, 지역내 어린이들의 문화공연 관람과 체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부천 지역주민들의 주요 문화거점으로 공연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음.

2) 소결

(1) 국내 사례분석 및 시사점

❍ 국내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례 극장별 시사점은 다음 표와 같음.

극장 명 시사점

① 서울
   종로아이들극장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최초의 아동 공연장]
어린이를 위한 공연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
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공간을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공간을 설계함.

[아동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어린이들이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무대와 거리에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축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제공함.

② 파주
   보림인형극장

[지역적 특색과 콘텐츠를 갖춘 공연장]
파주출판도시라는 특색에 맞게 ‘유아동 그림책 출판사’의 콘텐츠로 어린이
를 위한 인형극, 공연 등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책방과 갤러리 등 다양
한 문화예술체험도 가능한 공간임.

③ 서울
   행화탕

[적절한 유휴공간 활용의 표본]
일반 공연장에 비해 시설은 뒤떨어지나,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이용하여 지
역주민과 예술가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연장을 
뛰어넘는 문화적 영향을 발휘함.

④ 서울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운영 형태]
지역주민이 선출한 공동운영위원장과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권한을 
공유하는 문화협치가 이루어지는 공연장으로, 운영주체와 지역예술가, 지역
주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예술가들에게는 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

⑤ 부천 
   판타지아극장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거점 역할]
어린이를 위한 공연 관람에 적합한 공연장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집,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

[표 41] 국내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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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장 시설 설계 필요

❍ 미래의 관객인 어린이들에게 공연과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연장을 통해 최적의 공연관람 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함.

❍ 청소년 연극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미감을 자극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장치나 전용 소품, 

변용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함.

□ 유휴시설 활용으로 접근성을 고려

❍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은 주로 가족단위로 관람하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공

연프로그램이나 가족 시설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연공간으로 활용하는 편이 경

제적, 문화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예술공간에 공연장 뿐만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지역내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거점화가 가능함.

□ 공연과 관련된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거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연을 통해 어린

이들의 문화예술경험의 폭을 넓혀주어야 함.

□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 지역주민이 문화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운영방식을 통해 문화재단과 지역주민이 조

율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민관협력형 운영으로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여 창작자들에게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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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례

□ 아동청소년 연극과 공연공간 해외사례 선정

❍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총 12개의 사례를 

선정함.

-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러시아, 미국, 2개 및 영

국 3개, 독일 1개씩 총 12개의 사례를 선정함.

- 일본 사례는 ①이이다 인형극장(飯田人形劇場) ②키타큐슈 예술극장(北九州芸術劇場), 프랑

스 사례는 ③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 ④시어터 드라빌, 러시아 사례는 ⑤국립중앙인형극장 

⑥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 미국 사례는 ⑦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 ⑧시애틀 칠드런스 극

장, 영국 사례는 ⑨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⑩유니콘 극장 ⑪훌라발루 극장, 독일 사례는 

⑫파카우에 극장임.

□ 해외사례 선정기준

❍ 사례선정 기준은 각 국가의 특징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대체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형극,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선정

함. 

❍ 또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극장의 시설이나 운영의 우수성, 프로그램 구

성의 다양성, 지역효과의 우수성, 전통문화 계승 등을 고려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사업추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한 해외사례로 선정함.

국가 명 극장 명 선정 이유  

1. 일본
① 이이다 인형극장 인형극 맞춤 시설(공간)

② 키타큐슈 예술극장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2. 프랑스
③ 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 인형극 맞춤 시설(공간)

④ 시어터 드라빌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3. 러시아
⑤ 국립중앙인형극장 전통문화 계승

⑥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4. 미국
⑦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⑧ 시애틀 칠드런스 극장 인형극 맞춤 시설(공간)

5. 영국

⑨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인형극 맞춤 시설(공간)

⑩ 유니콘 극장 지역효과(관객 개발, 교육 효과)

⑪ 훌라발루 극장 지역효과(관객 개발, 교육 효과)

6. 독일 ⑫ 파카우에 극장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표 42] 해외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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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1) 이이다 인형극장(飯田人形劇場)

① 개요

□ 전통인형극 기반의 공연장

❍ 일본 나가노현 이이다시(5 Chome-5-1 Takahacho, Iida, Nagano 395-0051, Japan)에 위치

한 이이다 인형극장(飯田人形劇場)은 1988년 「인형극 카니발 이이다(人形劇カーニバル飯田)」 

1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일본 전국에서 4번째 공립 인형극장임. 8월에 개최되는 「이이다 인형

극 페스타(いいだ人形劇フェスタ)」기간 중에는 인형극 공연 및 다양한 활동에 이용되고 있음.

구분 내용

위치 5 Chome-5-1 Takahacho, Iida, Nagano 395-0051, Japan

규모 좌석 : 200석(전동식 이동 관람석) / 무대 크기 : 폭 9m x 높이 7.2m x 깊이 4.3m

개관연도 1988년

주최 일본 문화청 - 이이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iida.lg.jp/site/bunkakaikan/

[표 43] 일본 이이다 인형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전통 인형극을 기반의 「인형극 카니발 이이다(人形劇カーニバル飯田)」의 탄생

❍ 1979년 국제 아동의 해에 「이이다 인형극 페스타(いいだ人形劇フェスタ)」의 전신인 「인형극 

카니발 이이다(人形劇カーニバル飯田)」가 시작되었음. 

❍ 전통인형극이나 전통예능의 보고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子どもたちに夢と希望

を)」이라는 소망과 「전국적인 인형극 축제를(全国的な人形劇の祭典を)」이라는 생각이 겹쳐 전

국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인형극을 사랑하는 동료들이 모여왔음. 

❍ 회가 거듭될수록 인형극인 시내 퍼레이드와 윈도우 인형전 등 카니발만의 기획이 줄줄이 생겨

나 참여 극단 수, 상연 수, 관람자 수도 해마다 늘어남.

❍ 1986년 아시아 인형극 단체들이 모여 처음으로 본격적인 국제 인형극 축제인 우니마 아시아 

컨퍼런스가 개최됨. 1988년 카니발 10주년 기념일 세계 인형극 축제가 개최됨. 

❍ 그 해에 인형극 전용 인형극장을 개관함. 우니마(국제인형극연맹) 본부가 있는 프랑스의 샤를

르빌 메제르시와 우호도시 제휴가 체결됨.

❍ 1998년 카니발 20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인형극 축제(世界人形劇フェスティバル)」를 개최

함. 그러나 이 해를 기점으로 인형극 카니발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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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체의 축제 「이이다 인형극 페스타(いいだ人形劇フェスタ)」의 탄생

❍ 1999년 시민주도의 「이이다 인형극 페스타(いいだ人形劇フェスタ)」가 새롭게 탄생함. 

- 이 축제는 창작자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운영함.

❍ 2000년 제 2회부터는 「가족재발견(家族再発見)」, 「인형극이라 재밌다(人形劇だからおもしろ

い)」 등 매 회 주제를 내세워 대형 인형극, 그림자, 실조기 등 주제에 따른 특집을 구성함. 또

한, 작은 아이를 위한 「처음 만나는 인형극(初めて出会う人形劇)」, 각 점포의 궁리를 살린 

「웰컴 인형전(ウェルカム人形展)」, 아이들이 인형극을 연기하는 의미를 연구하는 패널토론 등 

실행위원의 건의로 인형극의 다양한 방법들을 발견함.

❍ 2008년 페스타 10회를 기념해 세계 인형극 페스티벌은 개최함. 

- 「인형극마을 30년(人形劇のまち30年)」을 돌아보는 「메인 세레모니(メインセレモニー)」, 한

국의 춘천인형극축제, 대만의 운림인형극축제와 ‘동아시아 삼대인형극축제 우호 제휴 기념식’ 

등 기념행사가 개최됨. 

- 또한 같은 해에 페스타의 마스코트 캐릭터 「포(ぽぉ)」가 탄생하여 페스타의 상징적 이미지

로 활약하고 있음.

□ 시민 주도 인형극 활동의 충실성과 세계와의 연계

❍ 2010년부터는 다양한 인형극 강좌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인형극 활동이 활발해짐. 2013년에는 

NPO법인 이이다인형극센터가 설립되어, 인형극 「인어공주(人魚姫)」（2015년, 2019년）와 거

대인형극 「도롱뇽(さんしょううお)」（2017년, 2018년）등 시민들이 연기하는 인형극이 페스타

로도 주목받게 됨.

❍ 2011년 이이다시는 세계 15개국 21개 도시와 함께 인형극의 친구·우호도시 국제협회인 

‘AVIAMA’를 설립함으로써 전 세계 인형극을 지원하는 지역과의 교류를 시작함. 

- 2013페스타 15주년을 맞아 아시아 인형극 축제를 개최하고, 아시아 각국의 인형극을 서로 

배우는 상호교류 워크숍을 개최함.

❍ 2016년 폴란드와의 국제 공동제작을 수행함. 제작 작품은 현재 폴란드 극장에서 상연되고 있음. 

- 2014년부터는 홋카이도와 아이치와 같은 지역 특집을 개최하고, 일본내 많은 지역과의 연계

성을 강화함.

❍ 2018년 인형극 마을이 생겨나고, 4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인형극축제를 개최함. 

- 세계 6대주 모든 지역에서 28개 극단이 참가해 다양한 인형극 공연이 펼쳐짐. 

- 세계적인 AVIAMA총회도 개최하여 국제인형극의 한 부분으로 존재감을 높여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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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 특성

[그림 31] 이이다 인형극장 내외부 모습 

❍ 이이다 인형극장(飯田人形劇場)은 200석 규모의 무대를 갖추고 있으며, 상시공연을 상연함.

- 접근성이 매우 좋고 공연 관람의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 모

두가 편히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림 32] 구로다 인형극 무대｜구로다 인형극 전승관｜이마다 인형관
    

❍ 이 외에도 문화재 전승시설, 기념물, 인형 전시시설 등과 연계하여 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음.

- 구로다 인형무대(黒田人形舞台)는 1840년에 지어진 일본 최초의 인형극 무대에서 국가의 중

요 유형 민속문화재를 상영하는 문화재 전승시설임.

- 구로다 인형극 전승관(黒田人形浄瑠璃伝承館)은 구로다 인형 무대 인근에 설립함. 구로다 

인형의 보존과 전승을 실시하여 전통 인형의 연수·후계자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마다 인형관(今田人形の館)은 1994년 이마다인형극을 보존 및 계승하고 전통 인형극의 연

수·후계자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함.

  

[그림 33] 허밍팔｜인형 기념물 <두 사람 사이가>｜극단 현창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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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밍팔(ハミングパル)은 1988년 설치된 인형 시계탑으로, 정시가 되면 「시의 파수꾼(時の番

人)」의 팡파르에 이어, 4개의 인형에 의한 인형극「마리오 토피아(マリオトピア)」가 연기됨.

- 인형 기념물 「두 사람 사이가(ふたり仲よし)」는 2000년 “인형을 조종하는 언니”와 “그것을 

바라보는 여동생” 인형이 마주보고 있는 기념물임.

- 1993년 인형극 카니발의 15주년을 기념하여 「인형극 카니발 이이다(人形劇カーニバル飯

田)」에 10회 이상 참여한 인형극단의 표창을 기념하기 위해 극단 현창 기념비(劇団顕彰モ

ニュメント)를 설치함.

[그림 34] 국제실인형관｜가와모토 기하치로 인형 미술관 

     

- 타케다 센노스케 기념 국제실인형관(竹田扇之助記念国際糸操り人形館)은 일본의 전통 실 

꼭두각시 연극 ‘타케다 인형’의 업적을 기념하고, 인형극에 의한 국제 공헌을 위해 1998년에 

개관한 인형 전시시설임.

- 이이다시 가와모토가하치로 인형미술관(飯田市川本喜八郎人形美術館)은 「인형극 거리(人形劇のまち)」의 

새로운 거점 시설로써 교류 인구의 창출과 인형극 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7년에 개관함. 

- 세계적인 인형 미술가 가와모토가하치로가 제작한 NHK 인형극「삼국지(三国志)」나 「헤이케 

이야기(平家物語)」, 인형 애니메이션 인형 등을 소장·전시하고 있음.

④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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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이이다 인형극장의 공연 장면

❍ 이이다 인형극장의 프로그램은 0~2세를 위한 유아 인형극부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 성인

을 위한 공연, 전통 인형극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6] 유아 인형극｜아동청소년극｜성인 인형극

[그림 37] 전통 인형극｜아동청소년 워크숍 프로그램 
      

⑤ 지역 효과

□ 공연 공간의 접근성 강화

❍ 이이다 인형극장(飯田人形劇場)은 인형극을 통해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함께 축제를 만들어나

감으로써 인형극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함.

❍ 축제는 지역주민과 공연자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보고, 공연하고, 지원하고: 내가 만

드는 삼각관계’라는 슬로건으로 관객, 공연자, 스태프가 함께 만드는 축제를 지향함.

□ 지역주민과의 교류 강화

❍ 매년 약 300개의 극단이 참가하고 이이다시 및 주변 마을 약 120곳의 행사장에서 400개의 스

테이지 이상의 인형극 공연을 선보임. 일본 전국에서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극단이 참가하

고 다양한 공연과 교류가 펼쳐지고 있음.



Ⅴ.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및 분석 ｜75

❍ 이이다 인형극장이나 이이다 문화회관 등의 홀에서는 국내외의 뛰어난 인형극 예술을 접할 수 

있음. 

- 중심 시가지에서는 인형극 퍼레이드, 워크숍, 노상에서의 대도(大道) 인형극이 펼쳐짐. 이이

다시 전역20지구의 공민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역 공연회장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

린 오리지널 기획이나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교류하는 기획행사 등이 페스타의 분위기

를 살려줌. 

⑥ 시사점

□ 전통 인형극 주체성 보존

◯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인형극 카니발 이이다(人形劇カーニバル飯田)」를 출발점으로, 

1999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이이다 인형극 페스타(いいだ人形劇フェスタ)」 에까지 이르러 

전통 인형극의 특성은 그대로 보존하되, 시민의 참여주체성을 확대하여 그 의미를 더욱 넓혀 

나가고 있음.

□ 관객 개발 노력

◯ 기존의 전통 인형극과 더불어 성인을 위한 인형극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여 

미래 관객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역 네트워크 효과

◯ AVIAMA를 통해 세계 15개국 21개 도시와 네트워크를 맺으며 워크숍 등을 주관하여, 각국의 

인형극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음.

(2) 키타큐슈 예술극장(北九州芸術劇場)

① 개요

□ 지역의 극장문화 정착

◯ 키타큐슈 예술극장(北九州芸術劇場)은 “이 도시에 극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극장문화로 삶의 기쁨을 느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담아 2003년에 개관함.



76｜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내용

위치 1 Chome-1-1-11 Muromachi, Kokurakita Ward

규모
좌석(대홀) : 3층 · 1,269석, 좌석(중극장) : 2층 · 700석, 좌석(소극장) : 216석
/ 무대 크기(소극장 기준) : 폭 11m x 높이 7.8m x 깊이 17m

개관연도 2003년

주최 키타큐슈시 예술문화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q-geki.jp

[표 44] 키타큐슈 예술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광역 문화 거점공간

❍ 키타큐슈 예술극장은 키타큐슈시의 도심 재개발의 일환으로, 명확한 이념을 가진 광역적인 문

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으로 설립됨.

- 1992년경부터 구상하고, 2000년 건설에 착수하여 2003년 8월에 개관함.

- 키타큐슈시는 쿠라키타구의 중심 시가지를 “키타큐슈시의 도심”이라고 평가하고, “백만 도시

의 얼굴”에 어울리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함.

- 20년 전부터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로써 키타큐슈시와 민간기업이 무라사키 주변 

일체의 재개발에 노력을 시작함. 주변 개발의 핵심시설로서 리버워크 키타큐슈가 탄생, 「리

버워크 키타큐슈(リバーウォーク北九州)」 고층에 키타큐슈 예술극장이 설립됨.

□ 키타큐슈 예술극장의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 북큐슈시 도심 재개발의 일환으로, 2003년도 8월에 개관한 키타큐슈 예술극장은 대극장(1,269

석), 중극장(700석), 소극장(96~216석, 가변), 창조공방, 예술정보실, 라이브러리, 시민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 콘셉트는 기획제작, 연극 워크숍을 통한 학교 이웃리치 프로그램 활성화인 육성사업,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과 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문화예술의 소비를 촉

진하는 감상프로그램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지역과 밀착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표현교육 추진사업, 초등학교 강당에

서 실시하는 체험형 워크숍인 학교 출장 연극 워크숍을 통해 연극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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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 특성

[그림 38] 대극장｜중극장｜소극장

    

□ 공연공간 구성 다양화

❍ 대극장은 연극, 뮤지컬, 발레, 클래식 음악, 인기 뮤직, 가부키와 일본 무용,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프로시니엄 아치형 극장으로 구성됨.

❍ 중극장은 짙은 파란색을 주조색으로 사이드 발코니를 갖춘 관람석이 있으며, 최대 볼거리 

18.5m를 제공함. 무대에서 객석까지 가까운 거리로 객석의 깊은 일체감과 현장감을 연출하기

도 함.

❍ 소극장은 단지 네모난 상자 모양의 무대만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무

한의 극장 공간을 펼칠 수 있는 활성 오픈형 스테이지로 구성됨.

④ 프로그램 구성

[그림 39] 연극 프로그램｜합창극 프로그램｜시민 서포터 육성 프로그램
  

  

[그림 40] 모노레일 연극｜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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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효과

□ 예술교육으로서의 연극의 필요성 극대화

❍ 키타큐슈 예술극장은 체험 연극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시

선’을 갖게 해 줌.

❍ 어린이들에게 연극 워크숍에서의 제작과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

을 자연스럽게 교육함.

❍ 어린이들의 리허설과 공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 역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린이 연극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 이러한 교육연극을 통해 누구라도 친해질 수 있는 예술, 생활 속 예술, 알기 쉬운 예술, 다양

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을 경험할 수 있음.

[그림 41] 댄스 프로젝트｜아티스트 만남 프로그램｜고교생 체험 프로그램

[그림 42]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극장 실험실 프로젝트｜외부 혐동 프로그램
    

□ 지역을 밝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극장

❍ 키타큐슈 예술극장에서는 도쿄의 재단공익법인인 ‘지역창조’와 공동으로 어린이 예술체험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개인을 위한 체험보다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단체 무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소통을 중요시하며 인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결국 지역의 공

연프로그램 활성화를 이끄는 저변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추진하고 있음.

⑥ 시사점

□ 지역의 고유한 예술성의 극대화로 지역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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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시와는 달리 키타큐슈시 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기타큐슈 지역 

고유의 예술성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공연 활성화의 저변 확대

◯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워크숍 및 교육 연극을 개발하여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연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지역의 공연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의 기회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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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1) 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Théâtre des Marionnettes du jardin du Luxembourg)

① 개요

□ 룩셈부크르 정원에 위치한 소규모 인형극장

❍ 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은 ‘파리6’에 있는 룩셈부크르 정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규모 극장

(275석)으로 1993년도에 개관함.

-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동안에도 매일 운영하고 있음.

구분 내용

위치 Jardin du Luxembourg, 86 Rue Notre Dame des Champs, 75006 Paris, France

규모 좌석: 275석

개관연도 1933년

주최 민간 - 로버트 데사디스(Robert Desarthis)

홈페이지 http://www.marionnettesduluxembourg.fr/acceuil.html

[표 45] 프랑스 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프랑스 최초의 인형극 제작

❍ 1933년, 로버트 데사디스(Robert Desarthis)가 프랑스 최초의 인형극을 설립함.

❍ 1930년 몽수리스 공원을 기증받아 Guignolia 극장을 개관함. 1932년 파리극장에서 공연을 시

작하였으나 상원의 명령에 따라 폐쇄됨. 1933년 4월, 마르셀 템포랄(Marcel Temporal)의 계

획에 따라 프랑스 파리의 유일한 인형극장을 설립하게 됨. 1971년 로버트 데사디스의 아들 프

란시스-클로드 데사디스(Francis-Claude Desarthis)가 이어받아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

❍ 275석의 좌석과 오케스트라홀, 투영실, 고급 사운드, 150개의 프로젝터 등을 갖춘 최초의 인

형극장임.

③ 공간 특성

[그림 43] 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 내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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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장 규모로 짧은 공연시간

❍ 275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약 40분 정도 공연을 선 보임.

❍ 배정된 좌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착석이 가능함. 단, 1~4열은 어린이

만 착석이 가능함.

④ 프로그램 구성

□ 아동청소년 전용 인형극 운영

❍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만을 위한 인형극으로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

❍ 아래 포스터는 왼쪽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세 마리의 작은 돼지」, 「파타 콘의 마법 가방」, 

「동화의 땅으로의 여행」, 「술탄의 보물」, 「신데렐라 웨딩」, 「부팅된 고양이」, 「피노키오의 모

험」, 「챠밍 왕자의 변신」,「기놀과 광기의 서커스」, 「작은 레드 샤페론」, 「기놀에서 옛 고양이

로」, 「미누체트 고양이의 모험」임.

[그림 44] 아동청소년 인형극 프로그램 

⑤ 지역 효과

□ 지역의 시장 활성화 효과

❍ 파리6 룩셈부르크 공원 일대는 시장 활성화에도 그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

□ 상시 공연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의 생활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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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도 인형극 공연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로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의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음.

⑥ 시사점

□ 인형극 전용 극장으로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아

❍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형극으로만 구성하여 인형극에 대한 낯설음을 완화하고 어린 세대들로 

하여금 인형극이 개개인의 삶 속 문화소비의 일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모함.

(2) 시어터 드라빌(Théâtre de la Ville)

① 개요

□ 파리 자치 관할 공연장

❍ 시어터 드 라빌(Théâtre de la Ville, 시립 극장을 의미)은 19세기 파리 샤텔레 플레이스

(Place du Châtelet) 뒤 바론 하우스만(Baron Haussmann) 남작이 설립한 두 개의 극장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시어터 드 샤텔레(Théâtre du Châtelet)임.

구분 내용

위치 2 Place du Châtelet, 75004 Paris, France

규모 1,600㎡

개관연도 1874년

주최 파리시 자지 단체 – 민사 및 형사 관할권

홈페이지 https://www.theatredelaville-paris.com/en

[표 46] 프랑스 시어터 드라빌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초기 역사

❍ 1870년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시어터 리리끄 임페리얼(Théâtre Lyrique 

Impérial)로 알려졌던 이 극장은 건축가 가브리엘 다비우드가 1860년에서 1862년 사이에 오

페라 회사를 위해 설계함.

❍ 이 극장은 1874년 같은 계획으로 재건되었고, 처음에는 시어터 리리끄-드라마티끄(Théâtre 

Lyrique-Dramatique)라고 불렸으나, 곧 시어터 히스토리끄(Théâtre Historique)로 개명되었는

데 이는 시어터 데 네이션스(Théâtre des Nations)가 된 1879년까지 유지됨.

❍ 1899년, 20여 년 동안 이 극장에서 활동한 유명한 여배우 사라 베른하르트(Sarah Bernhardt)

의 이름을 따서 시어터 사라 베른하르트(Théâtre Sarah Bernhardt)로 개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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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역사

❍ 1968년 처음으로 시어터 드라빌(Théâtre de la Ville)이라는 이름을 얻음.

❍ 1970년대 후반부터 제라드 바이올렛(Gérard Violette)의 지시 하에 이 기관은 현대 무용 작품

으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으며, 피나 바우쉬(Pina Bausch), 앤 테레사 데 키어 스매커(Anne 

Teresa De Keersmaeker), 얀 파브르(Jan Fabre), 산카이 주쿠(Sankai Juku), 시디 라비 체르

카우이(Sidi Larbi Cherkaoui), 메르세 커닝(Merce Cunningham), 캐롤린 칼슨(Carolyn 

Carlson)과 같은 주요 안무가를 선보임.

③ 공간 특성

[그림 45] 시어터 드라빌 내외부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그림 46] Young Audience 프로그램｜Dance 프로그램

 

[그림 47] Music 프로그램｜World Music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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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효과

□ 구독(Subscriptions) 제도를 통한 관객 개발

❍ 새로운 변화와 비전의 바람은 시어터 드라빌 곳곳에서 발견됨.

❍ 유럽 극장들이 대체로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관객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구독

(Subscriptions) 제도’는 별도의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일정 부분을 패키지처럼 구매

하여 다음 시즌의 티켓 예매 기회를 한 달 정도 먼저 주는 제도임.

❍ 처음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싱글 티켓을 구매한 사람은 거의 예매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회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

❍ 최근 구독 제도를 통해 판매되는 티켓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음. 

그러나 일반관객들에게 볼 기회가 없다는 항의가 많아, 현재는 구독 제도를 60%로 상한선을 

두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객 개발1)

❍ 미래를 위한 준비로 시어터 드라빌에서는 아동청소년 관객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

고 있음.

❍ 학교와 연계한 워크숍 진행, 아티스트와의 만남, 방과후 공연을 통한 프로그램 창작 등 여러 

제도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관객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30세 이하 관객들이나 청소년, 대학생, 일반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젊은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⑥ 시사점

□ 구독(Subscriptions) 제도를 통한 관객 저변 확대

❍ 연간 패키지처럼 구매하여 다음 시즌의 티켓 예매 기회를 한 달 정도 먼저 주는 구독

(Subscriptions) 제도를 통해서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함.

- 구독 제도를 통해 판매되는 티켓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일

반관객에 대한 기획를 부여하기 위해 구독 제도를 60%로 상한선을 두고 있음.

□ 미래 관객층 확보 노력

❍ 30세 이하 관객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미래 관객층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1) https://www.theapro.kr:441/kor/now/now_view.asp?idx=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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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1) 국립중앙인형극장(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театр кукол им. 
С. В. Образцова)

① 개요

□ 세계적인 명성의 인형극장

❍ 1931년 오브라스초프(Sergey Obraztsov)라는 음악, 미술, 연기, 연출 등에 다재다능한 연출가

의 지도 아래 모스크바에서 탄생하여 오늘날 인형극의 대명사가 될 만큼 세계적인 극장으로 

성장함.

❍ 국립중앙인형극장은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문화기관이 운영하는 극장으로, 러시아의 옛 인형

극 페트르시카의 전통을 이어받아,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예리한 풍자가 돋보이는 인형극을 기

획·운영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 받는 극장이 됨.

❍ 극장 규모는 총 3개의 홀로, 그레이트홀 465석, 리틀홀 207석, 써드홀 45석으로 인형극을 운

영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극장으로 설립됨.

구분 내용

위치 Sadovaya-Samotechnaya Ulitsa, 3, Moscow, Russia, 127473

규모
총 3개 홀(그레이트홀: 465석, 리틀홀: 207석, 써드홀: 45석)
/ 무대 크기(작은 홀 기준) : 폭 9.7m x 높이 1m x 깊이 4.25m

개관연도 1931년

주최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문화 기관(S.V. Obraztsov 설립)

홈페이지 https://puppet.ru

[표 47] 러시아 국립중앙인형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세계 최대 극장 인형 박물관

❍ 국립중앙인형극장은 러시아에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도서관으로 인형에 관한 모든 유명한 

문학, 고대부터 현대까지 알려진 모든 시스템의 세계 최대 극장 인형 박물관을 포함하고 있음.

- 1931년 9월 16일 어린이 미술교육으로 시작

- 1932년 4월 17일 A.globa의 <Jim and the Dollar> 초연

- 1937년 러시아 정부는 극단에 Mayakovsky 광장의 모스크바 중심부에 건물을 제공

- 1940년 <알라딘의 마술램프> 공연

- 1956년부터 UNIMA의 후원하에 개최되는 국제 인형 축제에 정기적으로 참여



86｜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1970년 현재의 극장으로 개관

③ 공간 특성

[그림 48] 그레이트 홀｜작은 홀｜써드 홀
   

❍ 러시아 중앙국립인형극장은 465석 규모의 그레이트홀(Great Hall), 207석 규모의 리틀홀(Little 

Hall), 45석 규모의 써드홀(Third Hall)로 구성되어 있음.

④ 프로그램 구성

□ 아동청소년 연령별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 3세 이상, 8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인형극으로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그림 49] 3세 이상 인형극｜8세 이상 인형극

  

[그림 50] 12세 이상 인형극｜15세 이상 인형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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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효과

□ 지역 발전 도모

❍ 세계 최대 인형극장이자 해외 관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관광지의 하나로 손꼽힘. 지역 발전에

도 기여하고 있음.

⑥ 시사점

□ 관객 저변 확대

❍ 페트르시카로 대표되는 러시아 전통 인형극의 서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회 풍자적인 요소

를 가미하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예술교육 활용

❍ 세계 최대 규모의 인형 박물관을 운영하여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2)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Rosciyskiy Akademicheskiy Molodezhnyy Teatr)

① 개요

□ 모든 세대를 위한 극장

❍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약칭 RAMT)은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문화기관으로, 모든 세대를 

위한 극장이라고 할 수 있음. 

❍ 1921년 개관하여 중앙 어린이극장의 전통을 계승하고 축적된 경험을 보존하고 있으며, 규모는 

중대형 극장으로 좌석 723석을 보유하고 있음.

구분 내용

위치 Theater Square, 2, Moscow, Russia, 125009

규모 좌석 : 723석

개관연도 1921년

주최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문화 기관

홈페이지 https://ramt.ru

[표 48]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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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 배경

□ 인간 성장기에 맞춘 극장의 성장 배경

❍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은 1921~1936년 모스크바 어린이 극장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간 성

격의 모든 형성 기간을 포함하는 어린시절, 청소년기의 독창성을 이어옴.

- 1921년 I. Novikov의 연극 <Adalmina’s Pearl>로 새 극장을 창설

- 1939년 화재로 소실 후 1940년 재건

- 1945년 자체 스튜디오를 열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며 극단 창설

- 1987년 극장은 학술 타이틀 획득

- 1992년 극장은 현재의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RAMT)로 명칭 변경

- 2009-2010 시즌 13개의 새로운 공연 발표

- 2018-2019 시즌 10개의 프리미어 발표. 새로운 장소인 Theatre Courtyard 개관

③ 공간 특성

□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의 새로운 모습

❍ 러시아 정부는 중앙 어린이극장에 시설이 완비된 무대, 큰 강당 및 넓은 로비를 갖춘 수도 최

고의 극장 건물 중 하나를 제공함. 

❍ 이 극장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후 소련의 SNK와 볼셰비키 전 연합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

앙 아동 극장의 조직과 개발이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그림 51]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RAMT)의 내외부 모습

 

□ 프로그램 구성

❍ 6세 이상의 인형극과 가족극, 12세 이상의 음악 공연과 판타지극, 16세 이상의 코미디극과 추

리극, 18세 이상의 가족극과 시사풍자극 등이 상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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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인형극(6세 이상)｜가족극(6세 이상)

[그림 53] 음악 공연(12세 이상)｜판타지극(12세 이상)
  

[그림 54] 코미디극(16세 이상)｜추리극(16세 이상)
  

[그림 55] 가족극(18세 이상)｜시사풍자극(18세 이상)
  

⑤ 지역 효과

□ 지역 정통성 유지 및 발전

❍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극단 학생을 모집하고 졸업생을 배출하여 지역의 인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정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⑥ 시사점

□ 시즌제 운영

❍ 시즌제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체 극단의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높은 수

준의 공연을 선보임.

□ 장르 다양화

❍ 단순한 교육 목적을 위한 인형극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을 위한 가족, 음악 공연, 판타

지, 코미디 장르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성인 관객만을 위한 시사극 또한 함께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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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1)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Childern’s Theatre Company, CTC)

① 개요

□ 미국의 대표 인형극장

❍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이하 CTC)는 1961년 모펫 플레이어스(Moppet Players)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65년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로 명칭을 변경함.

- 창립 이후 주로 유명한 아동청소년 문학을 무대에 올렸던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는 1997년 

피터 브로시어스(Peter Brosius)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함.

- 피터 브로시어스가 창작극 공연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를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극장으로 부상시킴.2)

구분 내용

위치 2400 3rd Ave S, Minneapolis, MN 55404, United States

규모
- 카길 스테이지 좌석 : 298석 / 무대 크기 : 폭 5.8m x 길이 8.2m x 높이 2.7m
-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스테이지 좌석 : 747석

개관연도 1965년

주최 민간 : John Clark Donahue & Beth Linnerson

홈페이지 https://childrenstheatre.org

[표 49] 미국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레퍼토리 질적 수준 강화

❍ 칠드런스 컴퍼니 시어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도전하며, 영감을 주는 놀라운 연

극 경험을 창조한다.”는 사명 아래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양질의 레퍼토리 개발

에 힘쓰고 있음.

- CTC에서는 1년 동안 약 6~10개의 작품이 올라가는데, 한 시즌마다 꼭 초연작을 선보이고 

있음.

- 하나의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은 평균 2년 반으로 넉넉한 준비 시간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을 탄생시키고자 노력함.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영상이나 힙합 음악 등을 공연에 접목하는 실험도 

멈추지 않고 있음.

2) https://www.jfac.or.kr/site/child/archive/post/20171121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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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 특성

□ 로비 공간 두 곳과 무대 두 곳으로 구성

❍ 타겟 로비(Target Lobby)는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스테이지 렌탈(UnitedHealth Group Stage 

Rental)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렌탈 없이 이벤트 공간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0

석 규모의 로비 공간임.

❍ 맥밀란 패밀리 로비(MacMillan Family Lobby)는 카길 스테이지 렌타(Cargill Stage Rental)

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리셉션 장소로 단독 사용이 가능함(60석 규모, 스탠딩 

100석 규모).

❍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스테이지(UnitedHealth Group Stage)는 747석 규모의 프로시니엄 극장

으로 카길 스테이지(Cargill Stage) 보다 큰 공연에 주로 사용됨.

❍ 카길 스테이지(Cargill Stage)는 298석 규모로 유니아티드헬스 그룹 스테이지(UnitedHealth 

Group Stage) 보다 작은 규모의 공연에 주로 사용되며, 추가로 테이블을 설치하여 리셉션 및 

식사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됨.

[그림 56] Cargill Stage｜UnitedHealth Group Stage

  

[그림 57] Target Lobby｜MacMillan Family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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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구성

❍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는 전 연령(All Ages) 인형극과 미취학아동(PreSchoolers) 인형극, 미

취학아동 이상(Preschoolers & Up) 인형극과 8세 이상 인형극 등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그림 58] 전 연령(All Ages) 인형극｜미취학아동(PreSchoolers) 인형극

  

[그림 59] 미취학 아동 이상(Preschoolers & Up) 인형극｜8세 이상 인형극
  

⑤ 지역 효과

□ 자연스러운 관객 유도 효과

❍ CTC의 탄탄한 공연들은 관객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극장으로 이끌고 있음.

❍ 먼 거리 때문에 주로 순회공연을 하는 다른 미국의 이동청소년 극단들과 달리, CTC는 순회공

연을 거의 다니지 않는데도 매년 평균 35만 명의 관객들을 동원함.

❍ 수준 높은 공연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관객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극장

을 찾고 있음.

□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프로그램

❍ CTC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지역의 

가족 및 학교와 소통하는 열린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학생들을 위한 연극 클래스와 여름캠프는 2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이에 맞

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년에 따른 6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진행함.

❍ 또한,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공연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북을 무료

로 제공하고 있음.

❍ 가이드북은 가족이 함께 공연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패밀리 가이드’와 학교 수업에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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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공연에 대한 배경 설명 및 참고 서적,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실려 있는 ‘스터디 가이드’ 두 종류로 구성됨.

❍ 단체 관람 이후 배우와의 만남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스튜던트 마티네(Student Matinee)’ 프

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⑥ 시사점

□ 탄탄한 레퍼토리 구성

❍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하는 탄탄한 레퍼토리가 결국 관객들을 꾸준히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 구성의 질적 수준 강화

❍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프로그램의 질

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2) 시애틀 칠드런스 극장(Seattle Children’s Theatre, SCT)

① 개요

□ 미국의 대표 인형극장

❍ 1975년 개관한 시애틀 칠드런스 시어터(이하 SCT)는 CTC와 더불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유

아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극장 중 하나로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임.

- 예산은 연 70억 원 규모로 전국의 지역 공연장을 통틀어도 20위 권 내에 속할 만큼 규모가 

큰 인형극장임.

구분 내용

위치 201 Thomas St, Seattle, WA 98109, United States

규모
샤를로트 극장 좌석 : 482석
이브 알볼드 극장 좌석 : 274석

개관연도 1975년

주최 민간

홈페이지 https://www.sct.org/

[표 50] 시애틀 칠드런스 시어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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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 배경

□ 자체 기획 작품으로의 구성

❍ 매년 약 25만 명 이상의 관객에게 자체 기획 작품을 선보이는 SCT는 지난 35년 여 동안 100

여 편의 새로운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을 시켜 옴.

❍ SCT에는 공연과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아이들의 생

일파티를 공연장 안에서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극장 내 공간을 빌려 공연 전문가와 30~60분 길이의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은 공연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파티를 위한 공간과 제반 시설 대여 비용만은 약 17만원(150달러) 정도이며, 특별 워크숍에 

약 30만원(220~260달러) 정도의 별도 비용이 추가됨.

③ 공간 특성

❍ SCT는 482석 규모의 Charlotte Martin Theatre와 274석 규모의 Eve Alvord Theatre를 갖추고 있음.

❍ 매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 시즌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획 공연이 없는 여름에는 학생들

이 직접 배우로 나서서 공연 전문가와 창작자들과 호흡을 맞춰 작품을 기획·제작하는 캠프를 운영함.

[그림 60] Charlotte Martin Theatre｜Eve Alvord Theatre

  

④ 프로그램 구성

❍ 3세, 5세, 6세, 8세 대상의 다양한 인형극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그림 61] 인형극(3세 이상)｜인형극(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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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인형극(6세 이상)｜인형극(8세 이상)

  

⑤ 지역 효과

□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 공연작품 개발로 지역교류

❍ SCT와 CTC는 2004년 파트너십 벤처인 ‘플레이즈 포 영 오디언스즈(Plays for Young 

Audiences, PYA)’를 설립하여 어린이들의 공연작품을 위한 극본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음.

❍ 전문 공연단체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공연단체나 지역의 작은 공연단체, 그리고 학교에도 공연

권을 제공함.

❍ 이들로부터 공연권을 사들인 단체들은 좋은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미국 전역의 공연장이나 학

교, 아마추어 공연단체는 물론 캐나다, 영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멕시코 등까지 그 수를 점

차 더 늘려가면서 지역 간 교류에 기여하고 있음.

⑥ 시사점

□ 연령별 콘텐츠 세분화

❍ 단순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형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세, 5세, 6세, 8세 이상 등 어린이 

관객층을 세분화하여 각 연령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작품을 기획·제작함.

□ 가동률 극대화

❍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빈 극장을 공실로 두는 것이 아닌, 대관 등을 통해 가동률

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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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1)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 

① 개요

□ 영국의 대표 공연공간

❍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 이하 RSC)는 영국의 스탠포드

(Stanford)를 거점으로 하는 극단으로, 스탠포드에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Royal Shakespeare 

Theatre)과 스완 극장(Swan Theatre) 등을 소유하고 있음.

❍ 최초 설립은 1932년이었으나 1961년 Royal Shakespeare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개관한 극장으

로, 스트랫포드(Stratford-upon-Avon) 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극장의 규모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은 1,014석, 스완 극장은 264석을 보유함.

구분 내용

위치 Royal Shakespeare Theatre, CV37 7 Stratford-upon-Avon, Warwickshire

규모
-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 좌석 : 1,014석
- 스완 극장 좌석 : 264석

개관연도 1932년 최초 설립 / 1961년 Royal Shakespeare 명칭 변경 개관

주최 민간 : 스트랫포드(Stratford-upon-Avon)

홈페이지 https://www.rsc.org.uk

[표 51]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세계적 명성

❍ RSC는 영국 왕실과 정부의 인정과 지원 아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무대에 올

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함.

❍ 1875년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Stratford-upon-Avon)에 셰익스피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Royal Shakespeare Theatre)이 설립됨.

❍ RSC는 1879년 설립되어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을 무대로 공연을 펼쳤으나, 1926년 화재사고로 

사라졌다가 1932년 재건됨.

❍ 그 후 1961년 조직 개편 때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면서 독립, 장기계약제로 단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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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 특성

□ 공간의 변화 과정

❍ 1,018석 규모의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과 264석 규모의 스완 극장으로 구성됨.

❍ Stratford 극장의 공인 명칭이 Royal Shakespeare로 변경되면서 1961년 재개관한 후, 1986년

에 스완 극장(Swan Theatre)이 개관됨.

[그림 63] 스완 극장 내외부 모습

  

[그림 64]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 내외부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 투어(Tours) 프로그램과 공연(Plays) 프로그램, 이벤트(Events) 프로그램과 전시(Exhibitions)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있음.

[그림 65] 투어(Tours) 프로그램과 공연(Play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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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이벤트(Events) 프로그램과 전시(Exhibitions) 프로그램

  

⑤ 지역 효과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 RSC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음. 

- 1950년대 배우들을 위한 목소리 교육프로그램이 설치됐는데, 그즈음 일반관객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도 병행되었음.

- 1980년대 ‘목소리팀’과 ‘지역사회팀’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부서(Education Department)를 설

립하면서 RSC의 문화예술교육은 본격화됨.

- 2000년대부터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배운다’는 슬로건 아래 러닝부서

(Learning Department)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 RSC는 영어교사와 연극교사 등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RSC의 배우와 연출자들이 교육과 토론

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 대상의 경우 RSC의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고 토론하면서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재구성하

는 워크숍을 운영함.

- RSC 배우들이 각 지역의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영피플스 셰익스피어(Young 

Peoples Shakespear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임.

- 셰익스피어 문학을 활용한 연수(RSC Certificate in Teaching Shakespeare)의 경우, 기본과

정(Foundation Course), 중급과정(Intermediate Course), 심화과정(Certification Course)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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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사점

□ 콘텐츠의 다양화

❍ 공연뿐만 아니라 이벤트, 전시 등 다양한 요소를 기획하여 단순한 관람 이외의 콘텐츠 구성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음.

□ 지역 연계 및 예술교육 도모

❍ 지역 및 학교와 연계하여 교사들에게 연극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이를 

실제 현장교육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검증된 연극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융

합을 도모하기도 함.

(2) 유니콘 극장(Unicorn Theatre) 

① 개요 

□ 아동청소년 전문 공연공간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인 유니콘 극단은 1947년 캐릴 제너(Caryl Jenner)에 의해 설립된 

‘모바일 극단(Mobile Theatre)’에서 시작되었음.

❍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순회공연과 성인들을 위한 공연을 병행했으나, 점차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연에 주력하면서 ‘유니콘 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난 1997년 유니콘 극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토니 그라

함(Tony Graham)은 아동청소년극 전용 극장인 ‘유니콘 극장’ 건립을 추진함.

- 2005년 다양한 공연과 워크숍, 행사 등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

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니콘 극장(Unicorn Theatre)이 개관됨.

❍ 극장의 규모는 290석으로 영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음.

구분 내용

위치 147 Tooley St, London SE1 2HZ, United Kingdom

규모 좌석 : 290석

개관연도 1947년 최초 개관 / 2005년 Tooley Street에 재개관

주최 영국 문화예술위원회(등록된 자선단체)

홈페이지 https://www.unicorntheatre.com

[표 52] 영국 유니콘 극장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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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 배경

❍ 유니콘 극장은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겁게 예술을 접하며 배울 수 있는 배움 

놀이터를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극장 건물 건축에서부터 공을 들였음.

- 5년 여의 걸친 준비기간 동안 건축가들과 예술가, 교육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장에 대

한 아이디어를 도출함.

- 극장 건축 준비팀의 가장 큰 목적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면서도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함.

-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조 아래 극장 건축을 설계하는 데 인근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어린이자문단을 운영함.

③ 공간 특성

□ 가변형 공간

❍ 유니콘 극장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6개의 공간으로 구성됨.

- 2개의 극장과 2개의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등이 있으며, 공연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공연장

을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브로콜리홀로 구성됨.

- 유니콘 극장 메인 무대는 원형무대와 반원모양의 객석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시니엄 스타일

로도 변형이 가능한 것이 특징임.

[그림 67] 유니콘 극장 내부와 홀(Hall)의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 아동청소년의 세부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공연프로그램 운영

❍ 유니콘 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청소년 관객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온라인 상으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공연프로그램은 XS, S, M, L, XL와 같이 옷 

사이즈를 구분해 놓은 듯한 공연 관람 적정 연령대를 기재하고 있음.

- 이는 2~6세의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기 등 각기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공연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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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2019-2020년 시즌 프로그램 

⑤ 지역 효과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니콘 극장 교육팀이 진행하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관련 공연에 대한 숙련된 교육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학교 내 워크숍(In-school workshops)’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공연 후에 진행되는 ‘포스트 쇼 인사이트(Post-show insight)’를 통해 공연에 대한 정보

와 공연 제작팀 인터뷰를 즐길 수 있으며, 극장 방문 전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계획안

이 담겨진 ‘리소스 팩(Resource packs)’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교사가 공연을 관람한 후, 드라마 요소를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 전문가 교육과정(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과 단기 교사 워크숍을 

운영하여 지역 내 학교의 예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⑥ 시사점

□ 성장주기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별,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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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학교 연계

❍ 극장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교사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으

며, 이를 현장에 접목하여 올바른 문화예술교육 프로세스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문적인 공간 구성

❍ 단기간이 아닌 오랜 시간을 통해 극장을 섬세하게 기획·건설하고, 인테리어부터 프로그램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공간을 구성함.

❍ 이는 관객 개발 및 확대와 올바른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충족시키 위한 전략이

라고 할 수 있음.

(3) 훌라발루 극장(Theatre Hullabaloo) 

① 개요

□ 어린이 중심 공연공간

❍ 영국의 훌라발루 극장(Theatre Hullabaloo)은 최근 북동부의 달링턴(Darlington) 지역과 파트

너십을 맺고 어린이 중심(child-centered) 극장으로 탈바꿈한 사례임.

- 관객으로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 스스로가 예술가로서 창의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달링턴 지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문화적 자원 역할을 하고자 함.

❍ 2017년에 개관한 훌라발루 극장은 달링턴 자치구의회(Darlington Borough Council) 협력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50석 수준임.

구분 내용
위치 Borough Rd, Darlington DL1 1SG, United Kingdom

규모 좌석 : 150석
개관연도 2017년

주최 민간(준공공) : 달링턴 자치구의회(Darlington Borough Council) 협력

홈페이지 https://www.theatrehullabaloo.org.uk

[표 53] 영국 훌라발루 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0~16세의 청중을 위한 훌라발루 극장

❍ 젊은이들을 창조적인 과정의 중심에 두는 선구적인 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청중

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에 도전하는 최고 품질의 극장을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작품을 기

획·제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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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모두가 극장에 가는 것이 어린시절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따라서 예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젊은이들의 공헌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크리에이티브 

팀과 긴밀히 협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쇼를 만들고 아티스트를 직접 지원하기도 함.

③ 공간 특성

□ 어린이들을 위한 충분한 놀이공간

❍ 훌라발루 극장은 150석 규모의 스튜디오 극장과 창의적인 놀이 설치 공간, 카페 구역, 작업장 

및 리허설 공간, 탈의실 및 외부 놀이공간을 갖추고 있음.

[그림 69] 라발루 극장 내부 모습과 놀이 설치 공간

  

④ 프로그램 구성

□ 테이크오프 페스티벌(Take off festival) 기획·운영

❍ 달링턴 자치구의회(Darlington Borough Council)와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훌라발루 극장이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관객이 중심이 되는 극장과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함.

❍ 테이크오프 페스티벌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영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일주일 동안 연극, 워

크숍,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영국 북동부 지역 

여러 극장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음.

□ 학교 연계 프로그램

❍ 협력 학교에서 영국 예술위원회가 학교 예술교육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아츠마크’

와 국가 공인 청소년 자격 취득 프로그램인 ‘아츠어워드’를 위한 수업을 지원함.

❍ 교내 아츠마크와 아츠어워드 커리큘럼과 연계한 연극 워크숍뿐만 아니라 훌라발루 연극 워크숍, 

연극 수업을 위한 사전 및 사후 학습계획(pre and post show lesson) 활동 등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비교적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테이크오프 페스티벌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 훌라발루 아동극 놀이 설치 연구 개발(play installation) 프로그램

❍ 아동의 연령에 따라 관객층을 설정하여 관객에게 맞는 ‘크리에이티브 팀’을 구성하고 스토리 

작가, 무용가, 관련 분야 연구진 등 전문가와 협업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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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아동극을 제작하거나 놀이 설치(play installation)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들을 위한 예술 분야 확장과 통합에 힘쓰고 있음.

❍ 대표적인 놀이 설치 프로그램으로 ‘매력적인 숲(The Enchanted Forest)’이 있는데, 디지털 예

술 및 가상현실 전문가들이 나무를 주제로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임. 

- 음악과 움직임을 결합하고 훌라발루 극장의 공간을 상호작용이 가능한 나무와 숲으로 조성

하여 내부 공간에서도 놀이를 통한 예술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70] 2018-2019년 시즌 프로그램

⑤ 지역 효과

□ 지역 평등화

❍ 훌라발루 극장의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연

계하여 평등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역량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⑥ 시사점

□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연극 개발

❍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단순한 창의성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중시하여 연구 및 개

발을 통한 전문적인 아동청소년극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음.

□ 체험교육의 극대화

❍ 공연 관람의 결과보다 공연을 관람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문화예술이 실제적으로 우

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성

을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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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1) 파카우에 극장(Theater an der Parkaue)

① 개요

□ 역사 깊은 파카우에 극장(Theater an der Parkaue)

❍ 1911년 건설된 파카우에 극장은 초창기 남자 고등학교로 사용됨. 전쟁 이후 아이들과 청소년

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인 ‘구 소련 지부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의 집’으

로 1984년 이름과 용도를 변경함.

❍ 1991년까지 우정극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05년까지 카로셀 테아터 안 데어 파카우에

(carrousel Theater an der Parkaue)라는 이름으로 사용됨.

□ 독일의 대표적 아동청소년 전용극장

❍ 2006년, 테아터 안 데어 파카우에(Theater an der Parkaue)로 바꾸어 독일의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전용극장으로 자리매김함.

❍ 파카우에 극장은 베를린 주립극장으로, 400석을 비롯하여 133석, 67석 규모의 3개의 공간을 

갖추고 있음. 

구분 내용

위치 Parkaue 29, 10367 Berlin, Germany

규모 스테이지1 : 약 400석 / 스테이지2 : 133석 / 스테이지3 : 67석

개관연도 1911년

주최 소련 군사 행정부 명령에 의한 최초 개관 / 현재 : 베를린 주립 극장

홈페이지 https://www.parkaue.de

[표 54] 독일 파카우에 극장의 개요

② 운영 배경

□ 방문객 세분화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다양화 목표

❍ 어린이와 청소년, 학교, 가족 및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을 3단계로 나누어 이들 각각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함.

❍ 협회 공연에서부터 세부 제작 클래스, 클래식에서 현대 드라마, 실험 프로그램에서 보드게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및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노력

❍ 약 90명의 직원이 예술가, 파트너 및 후원자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

을 위한 예술적 경험과 경험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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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예술작품의 차별적이고 학대적인 구조를 다루는 과정의 중간에서 이 과정을 전반적인 

사회적 토론의 일부로 이해하며, 여기서 민주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고유의 학습 영역을 구성함.

③ 공간 특성

□ 아동청소년 극에 맞춘 공연장 규모

❍ 400석을 비롯하여 133석, 67석 규모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극을 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을 갖춤.

[그림 71] 파카우에 극장 내외부 모습 

  

④ 프로그램 구성

□ 오브제와 음악 등 다양한 감각적 요소 활용

❍ 2017~2018년 시즌의 경우 ‘유토피아, 개척자, 미래’라는 주제 아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람과 문화예술의 변화를 다룸.

□ 아동청소년 세부 연령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 

❍ 5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 중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는 세 번의 미래의 키스

(Dornröschen oder 3 mal kuss in die zukunft)>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깨어난 100년 이

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즐겁게 펼쳐지는 이야기로 구성됨.

❍ 15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진동(Beben)> 작품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를 흐리게 만

드는 효과를 통해 정보의 홍수와 미디어 과잉에 대해 다룸.

❍ 랩, 힙합뿐만 아니라 1970~90년대의 펑크와 복고 음악들을 활용하며, TV와 유튜브(Youtube) 

속 사람들이 무대 위에 패러디되어 등장하기도 함.

❍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해 미디어 사회를 무대화하면서, 현대인의 삶과 미래 사회에 대

한 질문을 던짐.

□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젝트 진행

❍ 현재 공연 중인 작품과 연계하여 선보이는 ‘오픈 스테이지’와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가족을 위한 연

극 워크숍인 ‘거친 토요일(Wilder Samstag)’ 등의 활동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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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단기적인 프로젝트와는 달리 ‘파카우에 클럽’의 경우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함.

❍ 공연 전후 워크숍 또는 아카데미 등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또

한 제공함.

❍ 우수한 아동청소년극을 창작한 팀에게는 ‘그림형제 상(Brüder-Grimm-Preis)’을 수여하거나, 

젊은 작가를 위한 작품 공모도 활발히 이루어짐.

❍ 한편, 다양한 유럽 전역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국제교류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72] 2019-2020년 시즌 프로그램 

  

⑤ 지역 효과

□ 독일의 공공 운영 아동청소년극단, 약 160개

❍ 파카우에 극장은 매년 500편 이상의 작품을 공연하고 있으며, 연간 약 8만 5천 명의 관객을 

끌어들일 정도로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있는 극장임.

❍ “성인이 되었을 때 공연작품에 대한 올바른 심미안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의 지지 아래,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 세

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전쟁을 겪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낸 비언어 한국 인형극 ‘달래이야기’가 2018년

에 파카우에 극장의 초청으로 공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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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사점

□ 전문적인 프로그램 구성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 단순히 인형극이나 공연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예술적 심미안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임.

□ 전통과 미래의 융합

❍ 독일의 전통적인 인형극에 대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미래 사회와 미래 사회 속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적 퍼포먼스를 선보임.

□ 철학적 가치 함양

❍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리 생활 속 디지털화’, ‘금속재질과 분자의 

이해’, ‘미래의 발명품들’ 등 현재 사회 상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대한 선

구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주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냄.

□ 체험의 일상화

❍ ‘파카우에 클럽’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서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극으로 표현되는 과정에

까지 이르러 체험의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 예술과 타 분야의 공진화

❍ 예술을 예술로써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인간, 예술과 사회, 예술과 미래, 예술과 기

술 등 ‘꿈 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모토 아래 공연이 단순히 공연으로써의 역할만 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 도덕, 윤리 등 융복합적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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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1) 해외사례분석

❍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한 극장별 시사점은 다음 표와 같음.

극장 명 시사점

① 일본 
이이다 
인형극장

[전통 인형극 주체성 보존] 
전통 인형극의 특성은 그대로 보존하되, 시민의 참여주체성을 확대하여 그 의미를 더욱 
넓혀 나감.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객개발 노력] 
기존 전통인형극 상연뿐만 아니라 인형극과 관련된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관객개발에 
지속적 노력,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별도 구성으로 미래 관객개발에도 초점을 맞춤.

[지역 네트워크 효과] 
세계 15개국 21개 도시와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주관하여 각국의 인형극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함.

② 일본 
키타큐슈 
예술극장

[지역의 고유한 예술성의 극대화로 지역 발전 도모]
키타큐슈시 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기타큐슈 지역의 고유한 예술
성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공연 활성화의 저변 확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워크숍 및 교육연극을 개발하
여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연극)을 체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지역 공연프로그램 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함.

③ 프랑스 
뤽상브루
공원 
인형극장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은 인형극 전용 극장]
아동청소년 대상 인형극 상연, 어린시절부터 개인의 삶 속 양질의 문화향유를 가능하
게 함.

④ 프랑스 
시어터 
드라빌

[구독(Subscriptions) 제도를 통한 관객 저변 확대]
연간 패키지처럼 구매하여 다음 시즌 티켓의 예매 기회를 먼저 주는 구독제도 시행으
로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함. 구독제도로 판매되는 티켓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일반관객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독 
제도를 60%로 상한선을 둠.

[미래 관객층 확보 노력]
아동청소년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
로써 미래의 관객층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⑤ 러시아 
국립중앙
인형극장

[관객 저변 확대]
페트르시카로 대표되는 러시아 전통 인형극의 서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회 풍자적
인 요소를 가미하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함.

[예술교육 활용]
세계 최대 규모의 인형 박물관을 운영하여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예술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⑥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

[시즌제 운영]
시즌제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체 극단의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임.

[표 55] 해외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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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명 시사점

[장르 다양화]
단순한 교육 목적을 위한 인형극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관객을 위한 가족, 음악 공
연, 판타지, 코미디 장르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성인 관객만을 위한 시사극 또한 
함께 선보임.

⑦ 미국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

[탄탄한 레퍼토리 구성]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하는 탄탄한 레퍼토리가 결국 관객들을 꾸준히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평가됨.

[프로그램 구성의 질적 수준 강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프로그
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⑧ 미국 
시애틀 
칠드런스 
극장

[연령별 콘텐츠 세분화 제공]
단순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형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세, 5세, 6세, 8세 이상 
등 어린이 관객층을 세분화하여 각 연령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작품을 기획·제작함.

[가동률 극대화]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빈 극장을 공실로 두는 것이 아닌, 대관 등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함.

⑨ 영국 
로열 
셰익스피
어 컴퍼니 

[콘텐츠의 다양화]
공연뿐만 아니라 이벤트, 전시 등 다양한 요소를 기획하여 단순한 관람 이외의 콘텐
츠 구성을 다채롭게 운영함.

[지역 연계 및 예술교육 도모]
지역 및 학교와 연계하여 교사들에게 연극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이를 실제 현장교육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검증된 연극교육을 실행함.

⑩ 영국 
유니콘 
극장

[성장주기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아동청소년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별,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콘텐
츠를 제공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지역 학교 연계]
극장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교사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있
으며, 이를 현장에 접목하여 올바른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개발함.

[전문적인 공간 구성]
장기적 안목으로 인테리어부터 프로그램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
이고 전문적인 공간을 구성함. 이는 관객개발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충족시키 위한 전략임.

⑪ 영국 
훌라발루 
극장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연극 개발]
프로그램 구성 시 창의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중시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전
문적인 아동청소년극을 개발하여 상연함.

[체험교육의 극대화]
공연 결과보다 관람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문화예술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성
을 극대화함.

⑫ 독일 
파카우에 
극장

[전문적인 프로그램 구성]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예술적 심미안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양질의 콘텐츠
를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전통과 미래의 융합]
독일의 전통적인 인형극에 대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미래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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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양질의 콘텐츠 기획으로 관객개발 노력 

❍ 기존의 전통 공연에 대한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관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미래 관객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 발전 효과와 더불어 각 나라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문화예술 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공연 관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공연이 실제 이루어

지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공연을 체화하도록 하는 프

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다양한 장르의 구성이 필요하며, 어린 세대의 보호

자. 즉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도 동시에 개발하여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 연령을 더욱 세분화 하여(예. 3세, 5세, 6세, 8세 이상용 공연 

등) 각 연령 수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전문성 확보와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기획

❍ 현재 어린 세대가 미래 문화소비의 주요 관객층으로 성장했을 때 그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이 일

상 문화소비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계 단계서부터 전문성을 갖

출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 일상 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아이들

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공연프로그램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창의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

문성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실제 관객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콘

텐츠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극장 명 시사점
실험적 퍼포먼스를 선보임.

[체험의 일상화]
‘파카우에 클럽’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극체험의 일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예술과 타 분야의 공진화]
예술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인간, 예술과 사회, 예술과 미래, 예술과 기술 
등 ‘꿈 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모토 아래 공연이 단순히 공연으로써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 도덕, 윤리 등 융복합적 지식을 습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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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률 확보 노력 

❍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나 전시 프로그램, 박물관 운영, 대관 등을 통해 극장의 가동

률을 높이고 관객들로 하여금 접근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함.

□ 해외사례분석 –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

❍ 해외사례분석 결과,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화’와 ‘지역효과(관객개발 교육효과)’, ‘인형극 맞춤시

설(공간)’, ‘전통문화계승’을 포지셔닝 맵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73] 해외사례 포지셔닝 분석

구분 인형극 맞춤시설(공간) 지역효과(관객개발/교육효과)

프로그램 
구성 다양화

이이다 인형극장
뤽상브루공원 인형극장
시애틀 칠드런스 극장(STC)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SC)

키타큐슈 예술극장
시어터 드라빌
러시아 아카데믹 유스극장
칠드런스 시어터 컴퍼니(CTC)
파카우에 극장

전통문화 
계승

국립중앙인형극장
유니콘 극장
훌라발루 극장

[표 56] 해외사례 포지셔닝 분석 결과  



V.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분석 

  

 1. 정량적 분석 

2. 정성적 분석 





Ⅴ.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및 분석 ｜115

1. 정량적 분석

1) 조사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의 수집은 각 기관들이 조사하는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집계하는 i)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경기도 문화시설 및 공연장 자료와 ii) KOPIS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자료, iii) 2020 등록공연장현황 및 무대예술전문인 배치현황(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취합하여 가공함.

◯ 각 조사별 공연장의 정의는 다소 상이하나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원자료의 정보량이 가장 

많아 공연장의 기준은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등록된 공연장으로 한정하여 자료를 

취합·가공함.

❍ 취합·가공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는 공연장을 제외하고 본 분석에서는 총 131개의 공연장과 공

연장을 포함하는 시설 85개에 대해 분석함.

구분 조사시기 공연시설 수 공연장 수 제공 항목

 본 연구의 분석자료
 ( i + ii + iii ) 

2018년 85 131 공연예술실태조사의 항목

i)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8년 99 148

객석 수, 야외 공연장 유무, 
장르별 공연실적, 기획·대관 
유무, 주차장수, 보유 부대시설 
종류 및 수, 시설 관리 인력 
수 등  

ii) KOPIS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8년 193 275
개관연도, 객석 수, 운영주체, 
주소

iii) 2020 
등록공연장현황 및 
무대예술전문인 
배치현황

2019년 93 162
운영주체, 객석 수, 개관연도, 
기계·조명·음향 인력 수, 야외 
공연장 유무  

[표 57] 2차 자료 취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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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자료 분석결과

(1)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 경기도 전체, 공연시설 수 및 공연장 수

❍ 경기도 내 총 공연 시설 수는 85개로 나타났으며 공연장 수는 131개로 집계됨. 이중 실내 공

연장 수는 113개이며 야외 공연장 수는 18개가 있음.

❍ 경기도는 전국(1,029개) 대비 공연시설 수의 8.3%를 차지하며, 공연장 수는 전국(1,324개) 대

비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장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했을 때, 남부가 북부에 비해 공연장이 매우 많

은 것으로 나타남.

- 남부 95개(72.5%), 북부 36개(27.5%)이며, 그 외, 공연 시설 수나 실내외 공연장 수 역시 남

부에 집중된 경향을 띰.

범주 공연시설 수 총 공연장 수 실내공연장 수 야외공연장 수

전국 1,029 1324 100% -

경기도 85 131 9.9% 114 86.3% 17 13.7%

남부
64 95 82 13

75.3% 72.5% 71.7% 77.8%

북부
21 36 32 4

24.7% 27.5% 28.3% 22.2%

[표 58] 경기도 전체,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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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경기도 전체,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Ⅴ.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실태조사 및 분석 ｜117

[그림 75] 경기도 시·군별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 경기도 시·군별,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 경기도 남부의 공연시설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가 8개로 전체에서 가장 많았으며 의왕시는 

공연시설과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북부의 공연시설은 고양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가 4개, 남양주시가 3개로 조사

됨.

❍ 경기도 남부의 공연장은 수원시가 13개로 전체에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 11개, 용인시가 9개

로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 북부의 공연장은 고양시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 7개, 남양주시가 4개로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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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공연시설 수 실내 공연장 수 야외공연장 수 총공연장 수

남부
(95개, 
72.5%)

수원시 8 10 3 13 15.3% 

성남시 8 10 1 11 12.9% 

안양시 1 2 0 2 2.4% 

부천시 3 5 0 5  5.9% 

광명시 4 3 1 4  4.7% 

평택시 3 5 1 6  7.1% 

안산시 1 3 1 4  4.7% 

과천시 4 6 2 8  9.4% 

오산시 1 2 0 2 2.4% 

시흥시 4 4 0 4  4.7% 

군포시 3 4 1 5  5.9% 

의왕시 0 0 0 0 - 

하남시 2 3 0 3  3.5% 

용인시 8 8 1 9 10.6% 

이천시 1 2 0 2  2.4% 

안성시 1 2 0 2  2.4% 

김포시 3 3 0 3  3.5% 

화성시 5 6 1 7  8.2% 

광주시 1 2 0 2  2.4% 

여주시 2 2 0 2  2.4% 

양평군 1 0 1 1  1.2% 

북부
(21개, 
24.7%)

의정부시 2 3 0 3 3.5% 

동두천시 1 1 0 1 1.2% 

고양시 5 8 2 10 11.8% 

구리시 2 3 0 3 3.5% 

남양주시 3 3 1 4 4.7% 

파주시 4 7 0 7  8.2% 

양주시 1 2 1 3  3.5% 

포천시 1 2 0 2  2.4% 

연천군 1 2 0 2  2.4% 

가평군 1 1 0 1  1.2% 

[표 59]  경기도 시·군별,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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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 외,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문화공간 수

□ 경기도 전체, 공연시설 수 및 공연장 수

❍ 경기도의 공연 가능한 공간은 총 416개로 세부적으로 공연장 외, 전시장은 160개, 교육장은 125

개로 나타남. 

❍ 전국 대비 경기도의 공연 가능한 공간은 6.6%이며 전국 대비 경기도의 전시장수는 35.2% 교육

장수는 28.7%인 것으로 집계됨.

❍ 경기도 내, 지역별 전시장과 교육장 수는 공연장 수와 마찬가지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매우 많

은 것으로 나타남.

- 전시장의 경우 남부가 115개(71.9%), 북부가 45개(28.1%), 교육장은 남부가 94개(75.2%), 북

부가 31개(24.8%), 공연가능 공간은 남부가 304개(73.1%), 북부가 112(26.9%)개로 모든 시

설이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

범주 전시장 수 교육장 수 공연 가능 공간 수(공연장 포함)

전국 455 436 2215

경기도 160 125 416

남부
115 94 304

71.9% 75.2% 73.1%

북부
45 31 112

28.1% 24.8% 26.9%

[표 60] 경기도 전체, 공연장 외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문화공간 수

115
94

304

45
31

112

0

100

200

300

전시장수 교육장수 공연가능공간수

남부 북부

[그림 76] 경기도 전체, 공연장 외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문화공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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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외,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 수

❍ 경기도 내,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문화공간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42, 

10.1%), 성남시(37, 8.9%), 용인시와 고양시(29, 7.0%) 등의 순으로 집계됨.

범주 지역명 전시장 수 교육장 수
공연 가능 공간 수

(공연장 포함)

남부

수원시 17 12 42 10.1%

성남시 14 12 37 8.9%

안양시 2 1 5 1.2%

부천시 5 6 16 3.8%

광명시 4 6 14 3.4%

평택시 8 5 19 4.6%

안산시 5 1 10 2.4%

과천시 11 6 25 6.0%

오산시 2 2 6 1.4%

시흥시 6 6 16 3.8%

군포시 8 3 16 3.8%

의왕시 - - - 0.0%

하남시 3 3 9 2.2%

용인시 9 11 29 7.0%

이천시 2 2 6 1.4%

안성시 2 1 5 1.2%

김포시 4 4 11 2.6%

화성시 7 8 22 5.3%

광주시 2 1 5 1.2%

여주시 2 3 7 1.7%

양평군 2 1 4 1.0%

북부

의정부시 3 2 8 1.9%

동두천시 1 2 4 1.0%

고양시 13 6 29 7.0%

구리시 3 2 8 1.9%

남양주시 5 6 15 3.6%

파주시 10 8 25 6.0%

양주시 4 1 8 1.9%

포천시 3 1 6 1.4%
연천군 2 1 5 1.2%
가평군 1 2 4 1.0%

[표 61]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외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문화공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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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외,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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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공연공간, 운영단체 별 비율

❍ 경기도 전체의 공연공간은 131곳으로, 공공이 119곳(90.8%), 민간이 12곳(9.2%)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나 경기도의 경우 공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남.

범주 빈도 퍼센트

전국
(n = 1,324)

공공 668 50.5%

민간 656 45.5%

경기도
(n = 131)

공공 119 90.8%

민간 12 9.2%

[표 62] 운영단체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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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그림 78] 경기도 공연장 운영주체, 공공 및 민간 운영단체 비율

(4)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 경기도 전체,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 경기도 내 공연장의 객석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의 야외공연장을 제외한 실내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 경기도 전체 공연장 중, 100석 미만 공연장은 4개(3.5%), 100석 이상 300석 미만 공연장은 

38개(33.3%), 300석 이상 500석 미만 공연장은 30개(26.3%), 500석 이상 공연장은 42개

(36.8%)로 5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의 비율이 가장 많음.

❍ 전국과 경기도의 객석규모의 분포차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100~300석 미만의 공연장이 

가장 많은 반면 경기도는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100석 ~ 

300석 미만과 큰 차이는 없음. 전국 공연장의 경우에는 대학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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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여짐. 이같은 특성을 감안하면 전국과 경기도의 객석 규모별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남부의 경우 100석 미만 공연장은 4개(4.9%), 100석 이

상 300석 미만 공연장은 26개(31.7%), 300석 이상 500석 미만 공연장은 20개(24.4%), 500석 

이상 공연장은 32개(39.0%)로 5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 비율이 가장 많음.

❍ 경기도 북부의 경우에는 100석 미만 공연장은 없으며, 100석 이상 300석 미만 공연장은 12개

(37.5%), 300석 이상 500석 미만 공연장은 10개(31.3%), 500석 이상 공연장은 10개(31.3%)로 

100석 이상 300석 미만의 공연장이 가장 많음.

범주 100석 미만 100석 이상–300석 미만 300석이상–500석 미만 500석 이상

전국
N=1,324

152 575 259 338

11.5% 43.4% 19.6% 25.5%

경기도
N=114

4 38 30 42 

3.5% 33.3% 26.3% 36.8%

남부
n=82

4 26 20 32 

4.9% 31.7% 24.4% 39%

북부
n=32

0 12 10 10 

0% 37.5% 31.3% 31.3%

[표 63] 경기도 전체,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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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경기도 전체,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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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 경기도 남부의 경우,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성남시 5개, 용인시 4개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수원시 8개, 성남시 5개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 경기도 북부의 경우,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파주시 3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2개의 순

으로 많게 나타났고,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고양시 6개, 남양주시 2개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범주 지역명 100석 미만 100석 이상–300석 미만 300석이상–500석 미만 500석 이상

남부
n=82

수원시 1 1 4 4
성남시 - 5 3 2
안양시 - - 1 1
부천시 - 2 1 2
광명시 - 1 - 2
평택시 - 3 - 2
안산시 - 1 - 2
과천시 1 1 2 2
오산시 - 1 - 1
시흥시 1 - 3 -
군포시 - 2 1 1
의왕시 - - - -
하남시 1 - 1 1
용인시 - 4 - 4
이천시 - - 1 1
안성시 - - 1 1
김포시 - 1 - 2
화성시 - 2 1 3
광주시 - 1 - 1
여주시 - 1 1 -
양평군 - - - -

북부
n=32

의정부시 - 2 - 1
동두천시 - - 1 -
고양시 - 2 3 3
구리시 - 2 - 1

남양주시 - 1 2 -
파주시 - 3 3 1
양주시 - - 1 1
포천시 - 1 - 1
연천군 - 1 - 1
가평군 - - - 1

[표 64] 경기도 시·군별,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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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경기도 시·군별, 객석 규모별 공연장 수

(5) 공연장 운영주체 별 인력 

□ 경기도 전체, 공연장 인력 수

❍ 경기도 지역 공연장 전체 인력은 1,083명으로, 행정지원인력 459명, 공연사업인력 197명, 공연

장운영 및 진행인력 148명, 무대기술인력 279명으로 나타남.

❍ 전국(10,033명)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공연장 전체 인력의 비율은 약 10.8%이며 세부적으로 전

국은 공연장운영 및 진행인력 총직원이 공연사업 인력에 비해 근소하게 많은 반면 경기도은 

공연사업인력이 공연장운영 및 진행인력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남부에는 총 829명의 인력이 있으며, 행정지원인력 318명, 공연사업인력 165명, 공

연장운영 및 진행인력 124명, 무대기술인력 222명으로 나타나며, 시군별 인력은 성남시, 수

원시, 용인시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 경기도 북부에는 총 254명의 인력이 있으며, 행정지원인력 141명, 공연사업인력 32명, 공연

장운영 및 진행인력 24명, 무대기술인력 57명으로 나타나며, 시군별 인력은 고양시,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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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파주시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범주
운영
주체

행정지원인력
총 직원수

공연사업인력
총 직원수

공연장운영 및 
진행인력 총직원수

무대기술인력
총 직원수

총 직원수
(명)

전국 4,054 40.4% 1,619 16.1% 1,833 18.3% 2,527 25.2% 10,033

경기도 총계 459 42.4% 197 18.2% 148 13.7% 279 25.8% 1,083

합계
공공 452 188 142 270 1,052 97.1%

민간 7 9 6 9 31 2.9%

남부
공공 312 157 119 214 802 96.7%

민간 6 8 5 8 27 3.3%

북부
공공 140 31 23 56 250 98.4%

민간 1 1 1 1 4 1.6%

[표 65] 경기도 전체 공연장 인력 수

312

157
119

214

802

140

31 23 56

250

0

200

400

600

800

1000

행정지원인력 공연사업인력 공연장운영및

진행인력

무대기술인력 총직원수

공공

남부 북부

[그림 81] 경기도 전체, 공연장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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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인력 수

범주 지역명
운영
주체

행정지원인력
총 직원수

공연사업인력
총 직원수

공연장운영 및 
진행인력 
총직원수

무대기술인력
총 직원수

총 직원수

남부

수원시 공공 54 33 14 41 142

(142, 13.1%) 민간 - - - - -

성남시 공공 59 34 43 28 164

(169, 15.6%) 민간 1 2 1 1 5

안양시 공공 8 6 2 6 22

(22, 2.0%) 민간 - - - - -

부천시 공공 14 3 6 9 32

(32, 3.0%) 민간 - - - - -

광명시 공공 17 5 4 8 34

(34, 3.1%) 민간 - - - - -

평택시 공공 6 1 - 10 17

(17, 1.6%) 민간 - - - - -

안산시 공공 17 4 4 12 37

(37, 3.4%) 민간 - - - - -

과천시 공공 3 1 1 11 16

(32, 3%) 민간 2 5 3 6 16

오산시 공공 6 2 1 5 14

(14, 1.3%) 민간 - - - - -

시흥시 공공 11 5 2 10 28

(28, 2.6%) 민간 - - - - -

군포시 공공 11 5 4 10 30

(30, 2.8%) 민간 - - - - -

의왕시 공공 - - - - -

(0, 0%) 민간 - - - - -

하남시 공공 7 6 1 7 21

(22, 2%) 민간 1 - - - 1

용인시 공공 44 31 5 21 101

(101, 9.3%) 민간 - - - - -

이천시 공공 5 5 21 11 42

(42, 3.9%) 민간 - - - - -

안성시 공공 5 3 2 6 16

(16, 1.5%) 민간 - - - - -

[표 66]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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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지역명
운영
주체

행정지원인력
총 직원수

공연사업인력
총 직원수

공연장운영 및 
진행인력 
총직원수

무대기술인력
총 직원수

총 직원수

김포시 공공 15 2 1 3 21

(24, 2.2%) 민간 1 1 1 - 3

화성시 공공 5 7 4 9 25

(27, 2.5%) 민간 1 - - 1 2

광주시 공공 18 4 2 6 30

(30, 2.8%) 민간 - - - - -

여주시 공공 3 - 2 1 6

(6, 0.6%) 민간 - - - - -

양평군 공공 4 - - - 4

(4, 0.4%) 민간 - - - - -

북부

의정부시 공공 41 9 10 9 69

(69, 6.4%) 민간 - - - - -

동두천시 공공 8 - - 2 10

(10, 0.9%) 민간 - - - - -

고양시 공공 46 10 4 19 79

(79, 7.3%) 민간 - - - - -

구리시 공공 5 5 3 8 21

(21, 1.9%) 민간 - - - - -

남양주시 공공 8 1 2 1 12

(12, 1.1%) 민간 - - - - -

파주시 공공 14 - - 8 22

(26, 2.4%) 민간 1 1 1 1 4

양주시 공공 3 2 1 2 8

(8, 0.7%) 민간 - - - - -

포천시 공공 6 2 2 3 13

(13, 1.2%) 민간 - - - - -

연천군 공공 8 2 1 3 14

(14, 1.3%) 민간 - - - - -

가평군 공공 1 - - 1 2

(2, 0.2%) 민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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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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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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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공연장, 시군별 가동률 

□ 경기도 전체, 공연장 가동률

❍ 경기도 전체 공연장의 가동률은 80% 이상이 24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60~70% 미만(19개), 

50-60% 미만(17개)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 경기도 남부의 공연장 가동률은 80% 이상이 18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60~70% 미만(15

개), 50-60% 미만(12개)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 경기도 북부의 공연장 가동률은 80% 이상과 20~30% 미만이 6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50-60% 미만과 10% 미만(5개), 60-70% 미만(4개) 순으로 나타남.

범주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 
이상

합계
15 11 13 15 10 17 19 7 24 

11.5% 8.4% 9.9% 11.5% 7.6% 13.0% 14.5% 5.3% 18.3%

남부
10 8 10 9 9 12 15 4 18

10.5% 8.4% 10.5% 9.5% 9.5% 12.6% 15.8% 4.2% 18.9%

북부
5 3 3 6 1 5 4 3 6

13.9% 8.3% 8.3% 16.7% 2.8% 13.9% 11.1% 8.3% 16.7%

[표 67] 경기도 전체, 공연장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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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가동률 

범주 지역명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 
이상

남
부

수원시 1 2 1 2 1 0 2 1 3

성남시 0 2 1 2 0 3 1 0 2

안양시 0 0 0 0 0 1 0 0 1

부천시 0 0 0 0 1 0 2 0 2

광명시 1 0 0 0 0 0 0 0 3
평택시 0 0 0 1 1 0 1 1 2
안산시 1 0 0 0 0 2 1 0 0

과천시 1 0 1 0 0 1 4 0 1

오산시 0 0 1 0 0 0 1 0 0

시흥시 1 0 0 1 0 0 0 1 1

군포시 1 0 1 0 1 1 0 0 1

의왕시 0 0 0 0 0 0 0 0 0

하남시 1 0 0 0 1 0 0 1 0

용인시 1 1 2 1 1 2 1 0 0

이천시 0 0 1 0 0 0 1 0 0

안성시 0 1 0 0 1 0 0 0 0

김포시 0 0 0 0 0 1 0 0 2

화성시 1 1 1 2 1 0 1 0 0

광주시 0 0 0 0 1 1 0 0 0

여주시 0 1 1 0 0 0 0 0 0

양평군 1 0 0 0 0 0 0 0 0

북
부

의정부시 0 0 0 1 0 1 0 0 1

동두천시 0 0 0 0 0 0 1 0 0

고양시 2 2 0 2 0 3 1 0 0

구리시 0 0 0 0 0 0 0 0 3

남양주시 1 0 0 1 0 0 0 2 0

파주시 1 0 1 0 1 0 2 1 1

양주시 1 0 1 1 0 0 0 0 0

포천시 0 0 0 1 0 0 0 0 1

연천군 0 1 1 0 0 0 0 0 0

가평군 0 0 0 0 0 1 0 0 0

[표 68]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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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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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주 단체 보유/미보유 공연시설

□ 경기도 전체, 상주단체 보유/미보유 공연시설

❍ 경기도 전체 공연시설 중 59개(69.4%)가 입주 공연단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6개

(30.6%)의 공연시설만 입주 공연단체가 있다고 응답함.

❍ 전국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입주 공연단체 비율은 약 7.8%로 나타났으며 입주 공연단체의 

유무에 따른 비율은 전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경기도 남부의 경우 45개의 공연시설이 입주 공연단체가 없으며 19개의 공연시설만 입주 공

연단체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원시가 4개로 입주 공연단체를 가진 공연시설이 가장 많았고, 

성남시가 7개로 입주 공연단체가 없는 공연시설이 가장 많았음.

- 경기도 북부의 경우 14개의 공연시설이 입주 공연단체가 없으며 7개의 공연시설만 입주 공

연단체가 있다고 하였으며, 고양시가 2개로 입주 공연단체를 가진 공연시설이 가장 많았고, 

파주시가 4개로 입주 공연단체가 없는 공연시설이 가장 많았음.

입주 공연단체 있음 입주 공연단체 없음

전국
333 696

32.4% 67.6%

경기도 총계
26 59

30.6% 69.4%

남부
19 45

73.1% 76.3%

북부
7 14

26.9% 23.7%

[표 69] 경기도 전체, 상주단체 보유/미보유 공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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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경기도 전체, 상주단체 보유/미보유 공연시설

□ 경기도 시·군별, 상주·입주단체 보유/미보유 공연시설

지역명 입주 공연단체 있음 입주 공연단체 없음

남부

수원시 4(15.4%) 4(6.8%)

성남시 1(3.9%) 7(11.9%)

안양시 1(3.85%) -

부천시 - 3(5.1%)

광명시 2(7.7%) 2(3.4%)

평택시 1(3.9%) 2(3.4%)

안산시 1(3.9%) -

과천시 2(7.7%) 2(3.4%)

오산시 - 1(1.7%)

시흥시 1(3.9%) 3(5.1%)

군포시 2(7.7%) 1(1.7%)

의왕시 - -

하남시 1(3.9%) 1(1.7%)

용인시 2(7.7%) 6(10.2%)

[표 70] 경기도 시·군별, 상주·입주단체 보유/미보유 공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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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 1(1.7%)

안성시 - 1(1.7%)

김포시 1(3.9%) 2(3.4%)

화성시 - 5(8.5%)

광주시 - 1(1.7%)

여주시 - 2(3.4%)

양평군 - 1(1.7%)

북부

의정부시 1(3.9%) 1(1.7%)

동두천시 - 1(1.7%)

고양시 2(7.7%) 3(5.9%)

구리시 1(3.9%) 1(1.7%)

남양주시 - 3(5.9%)

파주시 - 4(6.8%)

양주시 1(3.9%) -

포천시 1(3.9%) -

연천군 - 1(1.7%)

가평군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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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 경기도 전체,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 경기도 전체의 공연 건수는 9,341건이고, 그 중, 기획공연이 1,844건(19.74%), 대관공연이 

7,497건(80.26%)으로 대관공연이 기획공연에 비해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의 총 공연 건수는 전국의 총 공연 건수(32,568건)의 약 28.7%이며 기획 건수와 대관 건수는 전국

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나 전국에 비해 다소 대관건수의 의존률이 약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남부의 총 공연 건수는 6,750건으로, 기획공연 1,474건(21.84%), 대관공연 5,276건

(78.1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의 순으로 공연 건수가 많게 나타났

고, 기획공연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대관공연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로 나타남.

- 경기도 북부의 총 공연 건수는 2,591건으로, 기획공연 370건(14.28%), 대관공연 2,221건

(85.7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의 순으로 공연 건수가 많게 나타

났고, 기획공연이 가장 많은 곳은 양주시, 대관공연이 가장 많은 곳은 파주시로 나타남.

기획 건수 대관 건수 총 공연 건수

전국 9,860 22,708 32,568
30.3% 69.7%

경기도 총계 1,844 7,497 9,341
19.7% 80.3%

남부 1,474 5,276 6,750 72.
3%21.8% 78.2%

북부 370 2,221 2,591 27.
7%14.3% 85.7%

총 평균 59.48 241.84 301.3
19.7% 80.3%

남부(평균) 70.19 251.24 321.4
21.8% 78.2%

북부(평균) 37 222.1 259.1
14.3% 85.7%

[표 71] 경기도 전체,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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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경기도 전체,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지역명 기획 건수 대관 건수 총 공연 건수(9,341)

남부

수원시 285 692 977 10.5%
29.2% 70.8%

성남시 111 823 934 10.0%
11.9% 88.1%

안양시 24 215 239 2.6%
10% 90%

부천시 25 508 533 5.7%
4.7% 95.3%

광명시 227 191 418 4.5%
54.3% 45.7%

평택시 2 668 670 7.2%
0.3% 99.7%

안산시 47 196 243 2.6%
19.3% 80.7%

과천시 74 184 258 2.8%
28.7% 71.3%

오산시 23 79 102 1.1%
22.5% 77.5%

시흥시 80 348 428 4.6%
18.7% 81.3%

군포시 120 113 233 2.5%
51.5% 48.5%

의왕시 - - - -
0% 0%

하남시 37 150 187 2.0%
19.8% 80.2%

용인시
103 452

555 5.9%
18.6% 81.4%

[표 72]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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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기획 건수 대관 건수 총 공연 건수(9,341)

이천시 32 118 150 1.6%
21.3% 78.7%

안성시 27 24 51 0.5%
52.9% 47.1%

김포시 61 106 167 1.8%
36.5% 63.5%

화성시 139 276 415 4.4%
33.5% 66.5%

광주시 39 84 123 1.3%
31.7% 68.3%

여주시 18 49 67 0.7%
26.9% 73.1%

양평군 - - - -
0% 0%

북부

의정부시 48 424 472 5.1%
10.2% 89.8%

동두천시 - 98 98 1.0%
0% 100%

고양시 40 484 524 5.6%
7.6% 92.4%

구리시 30 274 304 3.3%
9.9% 90.1%

남양주시 39 43 82 0.9%
47.6% 52.4%

파주시 14 669 683 7.3%
2.0% 98.0%

양주시 112 20 132 1.4%
84.8% 15.2%

포천시 55 109 164 1.8%
33.5% 66.5%

연천군 24 80 104 1.1%
23.1% 76.9%

가평군 8 20 28 0.3%
28.6%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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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형태별(기획/대관) 공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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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 경기도 전체,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 경기도 전체의 공연 장르별 공연 건수는 기타 장르를 제외하면 양악(14.2%), 뮤지컬(8.8%), 복

합(4.3%) 장르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과 경기도의 장르별 공연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통점으로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양악

이 가장 많은 공연이 이뤄졌음. 눈에 띠는 차이점으로는 전국의 경우 연극과 뮤지컬의 공연 

비율이 비슷하나 경기도의 뮤지컬 공연의 수가 연극 공연에 비해 약 2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연극이 대학로(서울)에 집중되어 있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남부의 공연 장르별 공연 건수는 기타 장르를 제외하면 양악(16.6%), 뮤지컬(8.9%), 

연극(4.2%)장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의 순으로 공연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 북부의 공연 장르별 공연 건수는 기타 장르를 제외하면 뮤지컬(8.9%), 양악(8.0%), 

복합(4.9%)장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의 순으로 공연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 대중음악 기타

합계
5,095 4,879 1,598 380 12,836 433 3,716 3,631 - -

15.6% 15.0% 4.9% 1.2% 39.4% 1.3% 11.4% 11.1% - -

합계
383 818 158 73 1,329 37 298 403 373 5,469
4.1% 8.8% 1.7% 0.8% 14.2% 0.4% 3.2% 4.3% 4.0% 58.6%

남부 286 607 132 66 1,121 28 258 276 285 3,691

북부 97 211 26 7 208 9 40 127 88 1,778

총 평균 12.35 26.39 5.1 2.35 42.87 1.19 9.61 13 12.03 176.42

남부(평균) 13.62 28.9 6.29 3.14 53.38 1.33 12.29 13.14 13.57 175.76

북부(평균) 9.7 21.1 2.6 0.7 20.8 0.9 4 12.7 8.8 177.8

[표 73] 경기도 전체,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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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기도 전체,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구분 지역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 대중음악 기타

남부

수원시 49 87 39 28 90 1 116 13 71 483

성남시 26 36 23 2 321 4 14 15 51 442

안양시 11 51 8 5 33 1 12 59 7 52

부천시 16 67 5 2 72 3 5 12 8 343

광명시 11 28 3 4 30 5 6 4 2 325

평택시 16 93 4 2 108 - 32 - 30 385

안산시 46 22 7 2 59 - 16 3 11 77

과천시 15 30 6 3 34 1 4 7 8 150

오산시 6 10 2 4 9 - 2 2 7 60

시흥시 17 8 2 1 11 1 1 21 2 364

군포시 6 16 3 2 27 2 11 18 10 138

의왕시 - - - - - - - - - -

하남시 13 8 5 2 26 2 8 37 4 82

용인시 17 30 8 3 126 2 14 56 12 287

이천시 5 8 2 - 29 - 1 1 12 92

안성시 7 12 2 1 13 1 1 2 12 -

김포시 1 58 3 1 21 - 5 3 3 72

[표 74]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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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양악 오페라 국악 복합 대중음악 기타

화성시 9 22 4 2 57 1 7 18 18 277

광주시 14 19 6 1 50 4 2 - 14 13

여주시 1 2 - 1 5 - 1 5 3 49

양평군 - - - - - - - - - -

북부

의정부시 18 15 5 3 28 1 12 21 7 362

동두천시 - 24 2 - - - 2 - - 70

고양시 24 42 10 - 111 4 12 8 38 275

구리시 9 12 2 - 29 - 2 4 12 234

남양주시 8 8 1 1 11 2 - 8 2 41

파주시 12 52 1 2 1 1 6 54 3 551

양주시 - 32 - 1 - - 1 - 4 94

포천시 5 15 3 - 6 - 3 12 14 106

연천군 7 9 2 - 16 1 1 17 6 45

가평군 14 2 - - 6 - 1 3 2 -



(10) 경기도 시·군별, 아동청소년의 공연장 접근성 

❍ 전체(초·중·고)학교 대비 공연장 수는 과천시(1.3)가 가장 접근성이 높았으며,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군포시(9.2), 구리시(10.3), 연천군(10.5) 등으로 분석됨. 반면, 안양시와 양평군(43.0)

이 가장 접근성이 낮고 다음으로, 안성시(29.5), 이천시(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남부의 경우, 과천시(1.3)와 군포시(9.2)가 접근성이 가장 높고 안양시와 양평군

(43.0)이 가장 낮음. 북부의 경우, 구리시(10.3)와 연천군(10.5)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남양주시

(15.8)와 가평군(27.0)이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대비 공연장 수 역시 전체(초·중·고)학교 대비 공연장 수와 접근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범주 지역명 초등학교/공연장 전체(초·중·고)학교/공연장

남부

수원시 7.6 15.3
성남시 6.5 13.9
안양시 20.5 43.0
부천시 13.0 25.0
광명시 6.3 11.8
평택시 10.0 17.5
안산시 13.8 27.0
과천시 0.5 1.3
오산시 12.0 20.5
시흥시 11.0 20.8
군포시 5.2 9.2
의왕시 - -
하남시 6.7 13.3
용인시 11.6 20.6
이천시 15.5 29.0
안성시 18.5 29.5
김포시 14.0 25.7
화성시 13.3 22.4
광주시 13.5 23.0
여주시 13.0 24.0
양평군 23.0 43.0

북부

의정부시 11.0 22.7
동두천시 11.0 23.0
고양시 8.3 16.0
구리시 5.3 10.3

남양주시 15.8 28.8
파주시 8.1 14.3
양주시 11.3 17.0
포천시 15.5 26.0
연천군 6.5 10.5
가평군 16.0 27.0

[표 75] 경기도 시·군별, 아동청소년의 공연장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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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경기도 시·군별, 공연장 장르별 공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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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도 시·군별, 아동청소년 활용가능 시설(폐교)

❍ 경기도 시·군별, 아동청소년이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은 전국 (1,387개) 대비 8.1%인 것

으로 나타남. 아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총 409개 중, 16개(3.9%)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시·군별 폐교는 양평군(14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천군과 가평군(13개), 이

천시와 안성시(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별로는 남부 지역에서는 양평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천시와 안성시(8개), 여주시

(7개), 화성시(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연천군과 가평군(13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포천시(7개), 파주시

(6개) 등의 순으로 집계됨.

❍ 아직 대부나 자체활용 되지않은 미활용 폐교시설은 가평군(3개), 여주시와 양주시(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폐교수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전국 1,387 330 648 409

경기도 전체 112 34 62 16
8.1% 10.3% 9.6% 3.9%

남부

수원시 - - - -

성남시 3 3 - -

안양시 1 1 - -

부천시 2 2 - -

광명시 - - - -

평택시 3 1 1 1

안산시 2 1 1 -

과천시 - - - -

오산시 - - - -

시흥시 1 1 - -

군포시 - - - -

의왕시 - - - -

하남시 - - - -

용인시 3 - 2 1

이천시 8 6 1 1

안성시 8 2 5 1

김포시 1 1 - -

화성시 6 - 6 -

[표 76] 경기도 시·군별, 아동청소년 활용가능 시설(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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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경기도 시·군별, 아동청소년 활용가능 시설(폐교)  

폐교수 자체활용 대부 미활용

광주시 4 3 1 -

여주시 7 - 5 2

양평군 14 1 12 1

북부

의정부시 - - - -

동두천시 1 - 1 -

고양시 3 2 - 1

구리시 - - - -

남양주시 4 1 2 1

파주시 6 1 4 1

양주시 2 - - 2

포천시 7 2 5 -

연천군 13 3 9 1

가평군 13 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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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 분석

1) 조사방법

□ 경기도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가 인터뷰 및 포럼

❍ 경기도 아동청소년 대상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와 전문가 개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및 자문 형태의 포럼을 진행함.

❍ 그룹별 초점집단인터뷰(FGI)와 개인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에 대한 요구와 

기대사항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포럼(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인터뷰는 4명, 포럼 참여자는 6명으로 총 10명의 전문가 의견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함. 인

터뷰 및 자문(포럼) 일정과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이름 소속 전문분야 인터뷰일 방법

1 방○영 아시테지 대표 아동청소년 공연 전문가 7월 06일 개인
심층

인터뷰 
및 FGI

2 김○배 자유마당 대표 공연 전문가 7월 28일

3 송○경 극단 금설 대표 인형극 전문가 7월 28일

4 민○호 극단 서라벌 대표 공연 전문가 8월 18일

5 김○강
광명뮤지컬 단장
백석예술대 교수

(민간)공연 예술감독

8월 26일
포럼

(세미나)

6 송○현 극단 민들레 대표 (민간)아동극 전문가

7 기○인
인형극단 나무
한국인형극협회 이사

(민간)인형극 전문가

8 정○진
인천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 겸임교수

(공공)공연장 운영 
전문가

9 조○주 (재)경기아트센타 팀장 (공공)공연 행정가

10 민○호
서라벌컴퍼니 대표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민간)아동청소년 공연 
전문가

[표 77] 인터뷰 진행 일정과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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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1) 경기도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가 인터뷰 결과

①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현황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전용극장의 부재

❍ 경기도 내 제대로 된 아동극 전용 공연장은 거의 없는 상태임. 이에 아이들 특성을 고려한 눈

높이에 맞는 전용극장이 절실하게 필요함. 서울은 유일하게 종로아이들극장이 있고, 오는 9월 

오픈 예정인 노원예술회관이 있음.

- 경기도는 부천 판타지아극장에서의 어린이극을 정기적으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극을 하기에 적합하지는 않고 아동전용극장이라고도 할 수는 없음. 

❍ 민간 공연장은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공공의 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공연

장을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공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유일하게 생겼고, 그 사이에도 생활의 목장이라고 동양예술극장 자리에 있었는데, 어린이 경제난 때문에 
동양기획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없어진 상태에요. 성인들이 하는 공연장에서 콘텐츠로 대체되는 형태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한 연령대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뒷전이었던 거죠. (아시테지 
대표 방○○) 

아동극 극단의 수에 비해서 아동극을 위한 극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종로 아이들극장 하나 정도 있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극장은 거의 없죠. 종로에 아이들 극장 하나만 있죠. 거기가 250석 된다고 봐야하는데. 
경사도도 고려해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노원구에 하나 공사중입니다. 노원예술회관에서 9월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판타지아 극장이 있는데 거긴 천장이 너무 낮아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공연장은 
있어요. 어린이 공연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완전 잘못 지은 극장이라 아동전용극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아동가족극을 하는 극단들은 자구적 노력으로 살아남긴했는데 그런 콘텐츠를 선 보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공간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일반 연극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일반 
연극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창작지원을 하기도 하고, 각 재단에서 창작지원을 통해 그 재단 지원사업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아시테지 대표 방○○) 

경기도에 아동극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공연장은 어린이 전용극장이라기보다는 지역내 
수요가 많다 보니 어린이 쪽으로 특화시킨 공간입니다.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리는 
곳이지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시설과 공연장도 오로지 어린이에 맞춘 곳은 아니에요. 저는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공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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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장 확보 절실

❍ 아동청소년 극장은 성인과는 달리 대상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설계가 필요함. 아동의 경우 

100석 미만의 소극장이 적합함. 단, 아무리 공연장이 좋아도 공연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됨. 

❍ 아동에게는 대극장보다는 소극장이 적합함.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과 소통하기

에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아기자기한 규모의 작은 극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어린이를 위한 극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설과 내외부 인테리어조차도 어린이 취향에 맞

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화장실도 아이들에 맞게 설계하고, 아이가 앉을 수 있는 객석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결국은 안 된 거죠. 왜냐면 국내에서 생각하는 그 공연 티켓값이랑 아이들 공연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아시테지 대표 방○○)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가볍게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방송에 이미 노출돼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뮤지컬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공연의 경우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700석 이상의 큰 공연장에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객석을 가서 보면 첫줄에서 10줄 이상 뒤로 
넘어가면 아이들은 잠깐 보다가 딴짓하고 그래요. 거리가 멀어져서 아이가 못 봐요. 그런 거리가 있듯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는 게 100석 미만, 많아야 200석 
미만의 소극장을 선호하는 게 아이들의 집중도를 가질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아시테지 
대표 방○○) 

무대와 객석 간 거리가 너무 멀고, 극장을 크게 지으려면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아담한 
공간이라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대는 무대, 객석은 객석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일반 대극장처럼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지화 되어있는 극장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무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죠. 그런식의 공연장이면 충분히 다양한 작품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극단 금설 대표 송○○)  

순천 그림책 도서관 인형극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상으로 
한 전용 도서관인 거잖아요. 항상 전시도 이뤄지고, 전시를 관람하면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형극협회 같은 곳에서 거의 봉사수준으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이 
정말 옛날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발전이 없더라고요.  (극단 금설 대표 송○○) 

춘천에 인형극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건물 외벽에 인형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안은 일반극장이랑 똑같아요. 
인형 극장만의 특징이 전혀 없어요. 예술가들의 기술이나 재능을 빌려서 건물이나 극장을 지을 때도 극장의 
테마가 있도록 구현하는 데에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예술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극단 금설 대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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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 공연장들이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 현재 대부분의 중대형 공연장들은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지원 

없이는 수익구조자 맞지 않는 아동청소년극을 올리기에 무리가 있음.

극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맞긴 해요. 그런데 사실 각 시마다 있는 대형극장들이, 일산시에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같은 극장들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의 90프로는 대관사업을 하죠. 
물론 그곳에서 아동극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약 100만원 정도 받으면요. 결국은 상주단체를 
뽑고 각 시나 도에 공모사업 외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방곡곡사업 외에는- 전부 대관사업이죠. 
그러니까 아동극을 거기서 하고 싶어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 자유마당 김○○) 

□ 아동청소년극의 양질의 콘텐츠 부재 및 공연장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운 환경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극 양질의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

로 개발되고 상연될 만한 전용 공연장이 없는 실정임. 이는 아동청소년 공연계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음.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극의 경우 수익구조가 안 됨. 따라서 가격에 맞춰서 공연을 만

들다보면, 자연스럽게 공연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음.

❍ 더구나 청소년 전용 콘텐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교육이나 인성교육 등

과 같은 교육적 측면의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소년 전용극으로 예술성 작품은 전무한 상

태임. 

❍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의지가 중요함. 따라

서 경기도 내 건강한 아동청소년 공연 생태계 구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공연기획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꾸준하

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시 공연을 상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즉,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꾸준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건강한 아

동청소년극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

공연장은 지속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들어갈 콘텐츠가 부족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아동청소년 공연만 계속 제작하는 극단들이 자구적 노력으로 살아남아 있고, 그 극단들이 대부분 아시테지 
회원으로 계세요. (아시테지 대표 방○○) 

아동극 배우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어야 
하고 더 공연을 많이 하고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테지 
대표 방○○)

공연 대상을 어린이쪽으로 전환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 가격경쟁이 
생겨 단가가 낮아지며, 공연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도 공연을 진행하면서 겪는 문제가 
티켓 가격이 너무 낮아지고, 객석도 많지 않아 수익이 남는 공연을 위해 퀄리티를 낮추게 됩니다. 백화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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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공간으로 지역 내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원, 폐교 활용 제안

❍ 아동청소년 공연장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즉, 지역 

내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특히, 외곽지역의 활용가능한 

공간으로는 폐교를 활용하기를 권장함.

- 공연장법에 의하면 공연장은 연간 120일 이상 공연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며, 강당은 90일 

이상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가는 공연들이나 소규모 공연들은 인형극이라고 부스 안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들어가서 흔들고 조명 
잡는 사람 세 사람으로 운영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형극 하는 공연이 
있구요 배우 6명, 7명 나오는 공연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공연을 진행하고 똑같은 극단이 해도 이 극단이 
가져가는 BP와 이 극단이 갖고 가는 BEP가 다른 거에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저희 아시테지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들은 예술성이 높은 공연인지 알고 보러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도가 높죠. 저희 공연만을 주로 보시는 어떤 어머니는 서울에 살다가 대전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저희가 해외공연 포함해서 국내공연 12개 하는데 그중에 해외공연 7~8개를 다 보러 
오시는 거예요. (아시테지 대표 방○○)

왜 예술인들은 항시 가장 원론적인 부분인, 공간이라든지 제작환경이라든지 창작환경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
지 환경에 대한 고민을 왜 30년 동안이나 해야 될까 하는 서글픔이 들더라고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중고등학생들이 볼 만한 공연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성인들 보는 거를 그냥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시테지 대표 방○○)

대안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상설공연장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다 일회성으로 공연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은 매주 새로운 공연을 보는 거죠. 극단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서 네 
팀만 공연한다 하면 놀고 있는 극단이 없겠죠. (극단 금설 대표 송○○)

이렇게 되면 매주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주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고 작품이 다 소비가 
되면 또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극단도 좋고 아이들도 항상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고 너무 
좋죠. (극단 금설 대표 송○○)

아동청소년 극단들이 꾸준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공간활성화에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 지으면 수백억이 들고, 오래걸리고 하면 또 중장기가 되니까요.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공연공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객석이 있고 무대가 있고 조명이 있고 딱딱 정해져야만 공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레이드가 그냥 있고 어디든 피칭해서 조명을 달 수 있는 
곳. 그리고 객석도 의자가 됐든 덧마루를 마음대로 이동시켜서 객석으로 만들 수 있는 곳 그런 가변적인 
공간을 저희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다양한 창작의 형태를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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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의 문화향유 수준 및 격차의 심각성, 거점 공연장으로 해결

❍ 대부분 공연장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밀집되어 있어, 문화향유에 대한 격차가 점점 심해

지고 있는 현상임. 

- 아시테지 극단의 경우 서울이 70~80%, 경기·인천이 약 20%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음.

❍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경우 단발성 초청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

고, 공연장 가동률도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단기적으로는 극단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거점공간을 통해 아동청소년 

전용 공연장의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즉,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 어린이

를 위한 공간의 거점화를 꾀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경기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 문화시설이 열악하며 신도시가 진행되지 않는 곳들이 열악함.

- 열악한 지역들은 다양한 인구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을 진행하기에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움.

- 외곽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자연환경과 어우

러지며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임.

한국연극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약 8500여 명이 되구요. 서울만 4,000명 정도 돼요. 극단만 

(아시테지 대표 방○○)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같이 짓기는 했지만 매년 120일 이상 운영을 해야 하는 공연장 활용에 
부담을 느껴 강당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공간도 애초에 공연장보다는 강당이나 어른들을 위한 시설로 
지어지기도 했고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이러한 공간으로 폐교가 있습니다. 아마 폐교가 많이 생겨나며 이슈가 될 거예요. 지역과 협의를 하면 폐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과 방학에는 캠프도 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수도 있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그런데 공연장 그 법적 규정이 있어요. 공연장에서 120회를 수행해야 합니다. 365일중에서 120일 동안 그 
공간이 공연으로 활용이 되어야 해요. 강당으로 하면 90일 이상 넘어 갈 수가 없어요. 강당으로 사용하면 
90일 이상 사용하는 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용도 변경하면 강당을 공연장으로 변경 시키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구조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대가 
협소해서 그런 거지 그 무대를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용도변경하면 되는 거죠. 담당자가 120일 동안 공연을 
채울 자신이 없으니까 강당으로 놔 두는 겁니다. 공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강당으로 두는 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154｜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따지면 서울을 250개고요. 전국으로 하면 그것도 계속 증가되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밀도가 서울이 
굉장히 높죠. 아마 반 이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250개 극단이 그러면 공연 빈도수는 어떻게 
되느냐? 연간 정기공연은 서울이 2회나 3회 하고, 3주 내지 2주 공연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단발성 초청공연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연간 가동되는 것이 365일 중에 대략 100일이나 50일 정도 밖에 안 돼요. (아시테지 
대표 방○○) 

아동청소년은 아시테지 회원 극단은 175개 정도 되고요. 이 단체는 주로 아동청소년 공연을 해요. 저희 
단체는 대부분이 서울이 7~80%이고, 경기·인천이 그 나머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지역은 띄엄띄엄 있어요. 
부산, 춘천, 강원도, 대구 정도요. 아시테지 회원 극단의 가동률은 365일 중에 250일 정도는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공연을 하는 편이죠. (아시테지 대표 방○○) 

장기적으로 보면 거점공간을 통해 아동 공연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공연장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해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모양이잖아요. 따라서 남부와 북부는 거리가 있어 같은 경기도라기엔 
멀리 떨어진 감이 있어요. 문화조성이 잘 되어있는 남부지역은 괜찮으나 북부나 남부의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곳 같은 느낌이에요. 또한 향후 20년 뒤에 없어질 도시로 안성과 같은 지역이 예견되며 위험도가 
높아져요. 북부지역에는 신도시를 통해 안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남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안성의 경우에는 공도라는 지역에 신도시를 통해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 나아졌지만 시내는 많이 낡았고 
외곽은 버스도 하루에 두 번 정도 다니는 시골이에요. 따라서 부모들도 아예 차를 타고 서울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은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을 위한 
공간은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잘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 어린이 공간이 하나라도 
생기기만 해도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경기도 내 신도시가 없는 곳은 문화향유 환경이 모두 열악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천이나 안성, 북부 
지역 중에서도 포천도 나아지긴했으나 열악하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들은 훨씬 열악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이러한 지역들은 고령화, 인구감소를 고민하고 있죠. 안성시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 공간을 
고민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세수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항상 고민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안성 같은 곳이 문화적 거점으로 활성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다들 차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차하기 편하고 관련 체험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만 구성한다면 하루 날 잡아서 문화를 즐기기에 
좋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특히, 현재 인구가 많은 곳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외곽을 지원하겠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거점공간이 외곽에 지어진다면 부모들은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얼마든지 이동할 거라 
생각해요. 외곽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지어주면 오히려 편의성과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즐길거리가 부족해 캠핑장으로 많이 가는데, 외곽에 거점이 생기면 오히려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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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활성화 방안

□ 아동청소년극의 전용공간은 소규모 가변형 극장이 적합

❍ 공연공간은 굳이 클 필요도 없고, 시설 좋은 공연장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없음. 오히려 연령

별 콘텐츠를 펼칠 가변적인 공간을 더 선호함. 

❍ 따라서 대규모로 공연장을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 콘텐츠에 맞게 공연장

을 조성 가능하도록 가변형 공간이 필요함.

- 해외의 경우에도 박스형 공연장이 많은데 오히려 가변적이고 더 활용적임. 단, 렌탈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아동 연령에 따른 지역 내 대안공간 활용으로 공연공간 거점화 논의

❍ 거점공간은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즉, 

신규로 공연장을 설립하기보다 유휴공간이나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예를 들어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공간도 괜찮고, 그보다는 오히려 실제 공연

을 하기에 가변형 공간(무대)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그런데 청소

년수련원과 같은 곳도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대안공간을 활용할 경우 세부 연령대별로 또는 규모에 따라 활용공간 나눌 수 있음.

-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아동극의 경우에는 지역 내 어린이도서관, 규모가 작은 청소년극의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함.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좋지만, 거기는 소규모 공연, 즉 1~3인 극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래서 어떤 공간은 빙 둘러서도 앉을 수 있고 어떤 공간은 한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어떤 공간은 양쪽에 
객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간은 아이들이 바닥에 다 앉고 위에서 서서 영유아는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애들이 기어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플로우로써 열려있는 공간을 선호해요. (아시테지 대표 
방○○)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덴마크, 독일, 폴란드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는 도리어 전용극장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상상마당처럼 있는 공간을 모든 게 렌탈로 이뤄져요. 공연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 장소에 객석을 빌려오고, 조명, 시설 다 빌려와서 설치하는 식이에요.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조명도 제가 원하는 대로 주최 측에서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렌탈을 해주죠.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공연장도 덧마루가 있어서 무대를 제마음대로 조금씩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조명이 
있긴 있는데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조명라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면 아동청소년극 정도는 예쁘게 상연할 수 있죠.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 아동청소년의 경우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공연장을 활용

❍ 아동극의 주 연령층은 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업에 열중하느

라 자발적으로 공연을 보기가 쉽지 않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재

량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아동극의 경우 어린이도서관, 청소년극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원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의 의지에 따라 공연을 주로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임. 

공간들을 가보면 무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청각실의 용도로 지어진 공간이다 보니 실제 
제대로된 공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공연을 축소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연의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거나 큰 공연들은 불가능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폐교은 큰 공간이 공연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곳이 의무적으로 동 단위 면 단위 군 단위로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도 어린이 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만들 때 작은 공연장도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서 극단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극단들이 지역마다 마련된 공연장에서 
투어를 돌면서 공연을 다니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단 금설 대표 
송○○)

청소년문화의집도 지어져 있는 게 전국에 10퍼센트도 안돼요. 그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건데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지어질 때 설계를 아예 공연장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증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연에도 큰 
공연은 큰 공연장에서 보고 작은 공연은 작은 공연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극단 자유바당 
대표 김○○)

고양시만 해도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어요. 거기서도 결국은 대관사업을 하고 있죠. 여성회관도 
공연장이 있어요. 그렇게 공연장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업을 하고 있지 공연을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극단 자유바당 대표 김○○)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도 안 불편하고 아이도 안 불편하게 공연을 관람 시킬 수 있는 나이가 
5~7세예요. 그러다 보니 5세부터 취학 전 연령층이 가장 많고요.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공연을 
많이 찾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원 프로그램 안으로 아이들을 보여주기에 편하다고 생각하는게 
역시 3세에서부터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연령부터 7세까지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이 방문공연을 
많이 보러 오시죠. 혹은 극단을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연령이 가장 많구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공연을 거의 
봅니다. (아시테지 대표 방○○)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연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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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극, 공익적 접근으로 공공지원 필수적

❍ 아동청소년극은 공연장의 수익구조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청소년극의 경우 사회적 

환경과 상황이 예술적 작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시장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 학부모의 니즈가 학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 힘든 실정임.

❍ 아동가족극의 특성상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해야 국가의 미래를 기대

할 수 있음.

-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통을 하는 교육적 작품, 즉 양질의 공연을 항유할 수 있도

록 공공의 지원이 절실함.

❍ 공연장 운영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간이 공공의 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운

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아동청소년 극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음. 그러므로 아

동극의 경우 공공의 의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임.

❍ 특히 아동가족극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대한 기관 리더들의 문화의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리더들에게 가치인식 차원의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함.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극단들의 공연상연문제나 공간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 
금설 대표 송○○)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나 학원에 매이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부모가 내가 꼭 보여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잘 못가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학원은 선상에서 아이들을 단체 관람을 시켜 주시는 거고.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 공연의 경우가 선생님의 판단이죠. (아시테지 대표 방○○)

결국 아동극은 30년을 해보니 공공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붙어야 아동가족극에 대한 인식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시장경제구조에 맡기면 시장에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청소년극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아동극을 하시던 분들은 예전이 좋았다고 하세요. 아동극이 
활성화 되던 시기를 생각하는 거죠. 청소년극은 부모님과 청소년 모두에게 맞추기 어려워요. 그 시기에는 
부모님도 학업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공연장으로 나오려고 하기가 매우 힘들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공간에 대한 임대료나 보증금과 같은 
운영비용을 직접 투자해야 하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하겠죠. 경제학 논리로 가는 거죠.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사실 민간극장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하는 대기업은 유통 업체였죠.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시작했죠. 그분들은 
특히나 유통업체는 경제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나 그 전에 메르스 상황인 경우 또는 회사 내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국가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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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특히 공연장의 접근성이 중요

❍ 공연 관람의 생활화는 공연장의 접근성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됨. 공연장은 운영이나 경영 

차원에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공연장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용자들의 니즈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연 관람 대상

에 맞는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야 함.

❍ 경기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으로 거점공간을 만들어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때, 교통이 복잡한 곳보다 경기도 외곽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공간은 결국은 경영이나 그 공간이 어느 포지션에 어디에 그 공간이 만들어 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극장 같은 공간이 소중한 공간인데 엄마들이 요즘 같은 때에 차량을 이동하고 
시간이 걸려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데, 최소한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 줘야지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의 위치에도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테지 대표 방○○) 

정말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냥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 공간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라가 아니라, 이용할 사람들의 니즈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테지 대표 방○○) 

제가 체코와 같은 해외에서 느꼈던 것은 지역하고 되게 밀착되어 있더라고요. 공연이라는 게 날 잡고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시로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역이 넓으니까 그런 곳이 시범적으로 생겨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테지 대표 방○○)

큰 공연장을 새롭게 건립하는게 아니라. 공연이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사고나 재난 같은 사회적 이슈는 문화랑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극단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기관 리더들의 문화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건의해도 리더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니까. 
리더들이 아동가족극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인식을 하신다면 김강식 의원님 말씀대로 있는 공연장에서 충분히 
공연할 수 있고 새롭게 도서관에 자그마한 공연장들을 전략을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해외에서 공연을 했던 지역 대학교에서 다 지원해 주고, 동의해 주고, 협조적이었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 
상가에서 공연하더라도 그 주변 상가들이나 주민들이 다 동의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를 구하는게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동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극단 금설 대표 송○○)

아동가족극도, 국가한테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한다가 아니라, 아동가족극은 성인 공연극과는 또다른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해서 국가의 미래세대들의 양질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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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관련 연계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 확장

❍ 공연 관람 후 극과 관련된 체험이나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확장성을 가능하게 해야 함. 

즉, 공연과 연계된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연 공간은 단순히 공연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이어야 

함. 따라서 부모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아이들 공연 보는 동안 부모들끼리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

이들은 공연뿐만아니라 연계된 체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좋음.

❍ 뿐만 아니라, 연령층의 연계 활용도 가능함. 즉, 가변적인 박스형 공간으로 아동극과 청소년극

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아동극의 경우에는 티켓판매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 
거점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 생각해요. 공연장은 절대 쉬지않고 믿을수 있는 어린이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 위치는 관객이 가기 편해야 돼요. (아시테지 대표 방○○)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공연팀의 경우는 공연을 못 할 경우에는 모든 배우들이 나가서 아이들 
예술강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일종의 연속된 아이템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장됐다라기보다는 인식을 쪼금 넓히고 콘텐츠의 충실도가 조금더 높아지고 소규모화 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테지 대표 방○○) 

요즘은 부모님들은 보기만 하는 공연보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연을 원해요. 그래서 공연의 다양성을 
감안해서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변형 무대의 블랙박스 시어터가 차라리 전문공연장보다 나을 수 있겠더라고
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민○○) 

이제는 공연만을 위한 게 아닌, 편안하게 거기에 있는 전시 된 거든 아니면 놀이적이건 책들이 있든 여러 
가지 체감을 자극하게 하고 또 엄마들도 그제야 해방되어서 아이들 지켜보면서 뭔가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데 그리고 더 간다면 거기서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수 있다든지. 그런 엄마한테는 
오전부터 점심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테지 대표 방○○) 

사실은 적어도 어린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교육적 관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시테지 대표 방○○) 

아이들에게 맞는 콘텐츠인가가 중요한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온다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주면 됩니다. 처음은 
아이들에게 중점을 맞추고 청소년층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민○○) 

저희 멤버들만 하더라도 전공을 같이 한 동기들이기도 해서 교육과 연극을 겸했었고, 요즘 저는 교육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동극의 경우 단순히 공연만 운영하기보다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야 하더라고요. (극단 자유마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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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와의 연계성 필요

❍ 지역내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연계를 통해 연간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아동극 공연장과 유아교육기관이 상생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공연 관람의 기회

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한 청소년 공연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시절에 예술성 있는 공연을 많이 봐야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향유 수준이 높아질 것임. 그래야 건강한 공연문화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공연의 예술성과 대중성에 대한 안배

❍ 의도적으로 예술성을 담보한 프로그램은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

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제도적 지원으로 공공 문화예관의 아동극 쿼터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음.

부천이 공연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이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매년 공연을 보러가야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춘 곳이니 다들 판타지아 극장을 선택하게 
되는거죠. 어린이집들은 보통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민○○) 

저희 부천은 지역의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6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공유,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야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연중 계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예 원의 프로그램 내 저희 공연을 넣어서 
운영하죠. (부천문화재단 공연사업 팀장 송○○) 

상설로 매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꿈의 환경일 것 같아요.  (극단 금설 대표 송○○)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강제로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단체로 강제로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끌려가서 영화를 보러 가는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고학년에 올라가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극장 가서 본다 해도 그 친구들은 의무적이라도 뭔가 자꾸 문화생활(공연 또는 영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청소년 공연이든 이쪽을 타깃으로 하는 공연들을 그나마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의무조항의 경우 요즘 같은 세상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서도 양질의 공연문화를 향유할테니까요. 그게 바로 선순환 구조 아니겠어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문화적 예산을 투여할 때 특히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의 예산계획 수립 시 문화 활동비를 책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연극공연이나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연스럽게 항목이 
잡혀 있으니까 그쪽을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청소년 공연을 찾고 있다는 입소문이 나서 공연이 있는 
쪽으로 보러올 것이고, 그러면서 그쪽이 잘된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극단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콘텐츠와 수요가 맞춰지는 작업이 생겨나겠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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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공공 공연장에서의 예술성 작품에 대한 쿼터제도 도입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아동극 중에서도 장르에 따라 제작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안도 필요함.

❍ 따라서 객석규모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극의 형태나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이 더 형평성에 

맞음. 즉,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은 객석수가 아니라 무대 크기에 따른 극장 규모가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함.

극단에서 10개 작품이 있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한 4개 정도는 예술성이 강한 작품을 한다면 6개 정도는 
좀더 대중성을 갖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공연 정도를 할 수 있게 해요. 왜냐면 시장이 예술성을 많이 선호하는 
관객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시테지 대표 방○○) 

서초구나 강남 문화센터나 이런데서도 매년 어린이 공연 뽑 거든요 동화축제 같은 데서도 보면 어린이 공연으로 
되어 있지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잡을 때 일반 공연과 지원금이 똑같아요. 축제다 보면 공연팀을 선정할 
때 회당 공연이 대부분 400만원, 350만원, 250만원인데, 이에 대한 배려나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형평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똑같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처럼 배우도 많이 등장하고 고퀄리티 
공연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오히려 안 되는게 나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그래서 옛날에 아동극계에서 관철을 하려고 했던 게 노력했던 제도가 문회예관 아동극 쿼터제였어요. 우리나라 
영화 발전을 위해서 몇 편 이상을 의무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도록 했던 것처럼 건의를 했었지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극장 중에 쿼터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예회관도 쿼터제를 진행해서 아동극을 
몇 퍼센트 이상은 상영을 했으면 합니다.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원래는 극장 규모로 했었어요. 사실 무대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객석수로 공연의 규모를 잡아요. 이러다 보니 
무대는 작은데 객석수만 넓히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안 나와요. 깊이가 4, 5미터 나왔 거든요. 그런데 확장시키자고 해서 1미터 정도 확장시켰어요. 너비 
7미터 × 5미터 나오 거든요. 소극장 공연에 그 정도 규모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극장은 15미터 
× 8미터 정도 그 정도 깊이는 나와야 세트 세우고 영상 쏘고, 대극장은 그 이상이겠죠. 대극장은 근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기아트센터가 대극장 규모니까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객석의 규모라 하면 무대에 준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무대는 신경 안 쓰고 객석수만 늘리는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럼 300명이 앉아서 그 조그만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돈을 주고 본다는 게 사실은 잘못 
된 거예요. 300석 규모가 들어간다면, 그에 맞는 규모의 볼거리와 놀거리의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극단은 많은데 왜 아이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가 없을까 모든 공간을 상업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지불하는 캐릭터 뮤지컬만 보게 된다는거예요. 그러니 좋은 작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통을 하고 교육적인 작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극단 자유마당 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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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극의 내용의 문제점과 대안적 제언

❍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 공연의 대부분은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 공모를 통해 제작된 것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나 교육적인 공연보다는 청소년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

연이 필요함.

❍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연극부처럼 중학교의 연극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갖도록 유

도해야 함. 즉, 고등학생처럼 대회를 기획하여 수상자에게 예고 갈 때 혜택을 주는 방식의 기

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중등-고등의 연계성을 고민하고 논의하여 

제도를 마련해야 함.

청소년극의 내용은 대부분 자살, 폭력, 성문화 애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든 공연을 청소년 
공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공연에 대한 
고민을 안하는 이유가 자살이나 폭력이나 이쪽을 중점이 됐던 이유는 지원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국가에서 공모를 하거나 지원을 해서 항상 자살 방지 흡연이나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교육이 들어있는 
공모가 많다 보니 학교 측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보다는 공연을 보여 주는 게 나으니까 그쪽으로 
활성화 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공연들은 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청소년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공연의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그 아이들도 지쳤을 거예요. 내용이 맨날 싸우는 이야기나 하고 일진 스토리에 맨날 자살 얘기나 하고 있으니...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공감하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술성 있는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래야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엔 연극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예술엔 관심 있는데 연극영화과 가고 싶고 그래서 예고가 아니더라도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서 대회를 추진해요. 경기도에서 연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문제는 중학교 대회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고등학교는 명문이 있거든요. 명문 고등학교 가 있는데 중학교는 대회자체가 없어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일단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극반이 활성화되는 건 연극반 지도교사가 있고 
또 외부 강사를 뽑아서 연극을 하면서 같이 단합하기도 하지만, 대회도 나가는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중에서 연극반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전통이 된 학교가 생기듯이, 중학교도 목적성을 갖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유치원은 나름대로 재롱잔치에서 나름대로 공연도 만들도 이걸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명맥이 많이 끊어졌으니까 
계속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런 개념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그냥 만들기 어렵다면 일단 전국단위 
대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연계성만 가져져도 충분히 전국단위로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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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환경 여건에 맞춰 향후 공연장 형태의 변화 전략 필요

❍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는 폐쇄적인 지하 공간인 공연장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열린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코로나 19에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공연장이면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블랙커튼이 있는 
창문이 열려서 확대된 공간. 그리고 객석을 내가 편안히 놀 수 있는 공간. 환기가 되면 플랫하면서도 환기가 
잘 되는 먼지 털고 먼지 나갈 수 있는 공간. 소위 말하면 문 확 열 수 있는 이런 데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시테지 대표 방○○) 

□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

❍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공연예술 지원금과는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연 공모의 아동

청소년 분야는 별도로 세분화(유아-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중고등학생)해서 지원해야 함.

- 즉, 아동극 예산은 타 연령층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술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극, 무용, 뮤지컬 이렇게 나눠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르별 구분도 
좋지만, 성인극과 구분하여 아동청소년극은 별도로 지원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테지 대표 
방○○) 

창작공연을 뽑을 때 분야가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공연에 어린이 분야를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민○○) 

이번에 서울시 공연 회생 사업에 처음으로 아동극 분야를 따로 분리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
부인지 어디서 바라보는 대상을 명확히 하긴 어렵지만,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뮤지컬은 연극에서 독립을 
해서 바라보지만 아동극은 연극에 포함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연극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예산에서 
아동극을 떼어 내서 준다고 생각하지 별도로 예산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 자유마당 김○○) 

□ 지속가능한 공연장 운영의 핵심은 운영주체

❍ 지속가능한 공연장 운영의 핵심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음. 즉, 반드시 공공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함. 

- 폐교를 민간이 아닌 공공이나 경기아트센터와 같은 기관과 협업하여 운영하며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경기도에서만 시작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 경기연극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2인극 소인극 
아마추어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가 30년 됐거든요. 지금 이제 시절이 바뀌면서 생활연극 생활체육에서 
생활연극 생활예술로 바뀌면서 서울도 생활연극 협회가 생겨서 생활연극 대회가 생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문화향유자가 아니라 문화주체가 역할로 간다는 개념이라면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연극을 단순하게 보러가는게 아니라, 그들이 주체자의 역할로써 살아가야 나중에도 삶에 
주체자 역할로 문화를 같이 향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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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의 4차산업과 언택트 시대, 기회 마련

❍ 언택트 시대,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공과 정부 차원의 홍보 마케팅이 필

요함.

❍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사회적 흐름이 생긴다면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임. 그

러므로 앞으로 공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나, 공연을 진행하는 시스템은 발전할 것으로 기

대함.

예술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극, 무용, 뮤지컬 이렇게 나눠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르별 구분도 
좋지만, 성인극과 구분하여 아동청소년극은 별도로 지원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테지 대표 
방○○) 

폐교는 예전부터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많았어요. 하지만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에서 시도하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부분이 많았어요. 폐교를 이용해 작은 공간들을 
활용하며 경기아트센터의 콘텐츠나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할 텐데 경기아트센터와 협업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통해 순환구조를 만들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겠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가칭 연극대회의 경우에도 주관 또는 주체가 중요해요.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전국단위로 진행을 하면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공공에서 후원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스테이지에 있거나 아스테이지 본부가 
전체 대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공모를 통해서 운영주체를 뽑고, 일단 전국단위의 
대회가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지자체가 단순히 대회 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지원금을 줘야 돼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왜냐하면 예산은 없고 예산사용처는 이미 다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국단위 경기도 대회가 생긴다하면 
참가팀한테 참가지원비가 나와야 아이들이 옷도입고 음식도 먹고 밥도 사먹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죠. (극단 서라벌컴퍼니 민○○)

아동청소년 가족극에 대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캠페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이 필요하죠. (극단 자유마당 김○○)

이번에도 코로나로 아동가족극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공연장이 안전하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해 해요. 캠페인이 없이 종이쪽지 하나로 발표한 걸로 끝내다보니 알 수가 없죠. 
사실 오히려 공연장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쪽만 보고 전부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 하고 말 못하고요. 식당, 카페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에요. (극단 
자유마당 김○○)

이건 사회적인 흐름이라 어쩔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이고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서 1:1 
수업 등,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공연계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계발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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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공연시장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대 
시스템이나 장비 등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는 더 화려하고 현실적인 
공간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극에서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긴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접목하고 배우의 동작이나 롤을 같이 하는 문화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나 시스템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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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토론회(세미나) 결과

① 공간적 측면

□ 청소년은 기존 공연공간 활용 가능, 아동은 별도 전용공간 필요

❍ 아동과 청소년의 공연공간은 구분이 필요함.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공연공간 활용이 가능하

지만, 아동극은 일반 공연공간과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별도의 전용극장이 필요함.

아동과 청소년을 묶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공연장에서 누릴 수 
있는데, 콘텐츠의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고, 아동극 측면에서는 확실히 공간 부족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민○○)

성인을 위한 예술의 전당 등에 어린이 공연이 들어가면 어린이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아이들은 7~8m가 넘어가면 시야 상 공연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는 이미 어린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극장이 정말 잘못된 모델인데, 상징적이라는 것 때문에 종로 아이들극장이 
아동청소년 극장의 모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심리와 시야각을 고려한 극장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와이드하게 넓은 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처럼 생각하니까 큰일입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사실 아동 공연장을 설계할 때, 아동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광명뮤지컬단 단장,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 기존 유휴공간 활용

❍ 아동극의 경우 별도의 공연공간이 필요하더라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공간 중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율적임.

❍ 기존 공간 중에는 유아동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이나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기존의 공간들만 잘 활용해서 아동청소년 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배려가 되면 기존의 공간들이 잘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쓰일 것을 
예측하고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생각하고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느끼는 에너지가 훨씬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김○○) 

작년에 한 20군데 전국의 도서관 순회공연을 진행했었는데, 각 지역의 도서관이 다 다른 형태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형극단 나무 대표 기○○)  

종로아이들극장 개관하고 2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접근 자체를 기존의 공연장 위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근무를 할 때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오셨습니다. 
화성이나 시흥 등에서요. 지역에 어린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새로 공연장을 짓는데 어린이 전용극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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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고려 경기도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거점화 시도

❍ 거점공간화를 시도하되 반드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버스 한 대 정도는 들

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점공간의 위치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자연

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외곽지역도 생각해 볼만 함.

❍ 거점공간화 할 경우, 시내를 중심으로 기존 유휴공간(예: 경기아트센터)을 활용하는 방법과 경

기도 외곽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거점공간화하는 방법이 있음.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거점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는 상시 계획적이고 지속적

으로 아동청소년극을 상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경기아트센터와 같이 유휴 공간이 경기도 내 각 거점별로 다 있거든요. 전부 다목적홀이라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다 하고 있는데, 야외극장 같은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장르의 공연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2~3가지 정도의 어린이에게 맞출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외곽지역에서의 폐교 활용을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은 특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 군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거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1시간 내외의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민○○)

코로나19가 오히려 희망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공간이 옛날 방식인 안전하다는 폐쇄된 공간의 기준이 이제는 자연 속에서 공원과 함께한다든지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대신 지역 외곽 쪽에 있는 주차공간도 넓고 아이들이 평화롭게 공연도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거점의 
공간(폐교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민○○)

얼마 전까지 어린이 공간이 도서관까지 연결되는 극장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앞으로는 공원하고 연결되는 
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공간적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대형버스가 
공연장 입구까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예를 들어 아트센터의 경우도 지하에 보면 전시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놀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들을 현장 전문가들께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김○○) 

경기도 아트센타에 야외극장이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 없고 가동률도 1년에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야외극장인데 비가 오면 못 쓰고, 조금만 소음을 내면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강을 한다면 전용극장으로써 충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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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형 공간 확보, 부대시설 렌탈 서비스 제공

❍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블랙박스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조명이나 무대 등은 공연형에 맞춰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함.

- 그래야 공연에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공연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연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어린이 전용극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극장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건축할 경우 오히려 활

용도가 낮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블랙박스형 공간이 효율적임.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거점공간이 생기면 전용극장으로 만들어서 상설 공연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이 적어도 2~3년 정도의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지원을 하면서 잘해나가면 
더 연결해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좋은 작품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인건비 포션을 지원해줘서 수익을 
내게 하는 구조로 유럽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의회 의원 김○○)

아동을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붐이 있는 것은 베이비 드라마라고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인데요. 이 때가 정서적, 아이들의 감각이 제일 발달된다고 해서 이 때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성 등 좋다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이야말로 그냥 빈공간이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갤러리를 빌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형극단 나무 대표 기○○) 

아동극의 공간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인극에 대한 형태를 하는 공간들만큼 많이 
넣어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공공의 공간들에서 큰 공간들이 아니라, 소규모의 놀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블랙박스 형태로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김○○)  

천장이 높고 블랙박스인 공간들이 정말 다양하게 미래의 예술로 수용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규격에 맞추지 
않고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형극단 나무 대표 기○○) 

아동 전용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극장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객석을 아주 유아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른들은 방석을 놓고 보아야 했고요. 특히 청소년들, 객석을 유아들에게 맞추니 변형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극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블랙박스 형태로 다양한 가변이 가능하도록 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공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극장의 형태나 필요성이 단순히 공연 관람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쓰여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본적 모델이 프로시니엄 형태의 공간들이 정량적 조사 안에 있던 공간들이거든
요. 대안 공간을 이야기할 때 현재는 공연에 맞게끔 억지로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 맞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고요. 블랙박스 형태의 렌탈이 참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인형극단 나무 대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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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도적 측면

□ 아동 전용공간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 마련

❍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아동청

소년의 문화적 권리이기 때문임.

❍ 선결과제로,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스웨덴의 경우 공공 예술극장 예산의 30%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험 공연 제작 및 상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내부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전용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시의 예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아트센터에
서의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관심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결국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재원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 가진 재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중략) 교육적 예산이 공공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많은 인원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가 오더라도 좋은 감정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재원이 투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에서는 프로그램 상에서 예산을 쪼개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가 공공 예술극장의 30%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험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저희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도 깨우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단체에서 30% 정도를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저희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쿼터제 도입

❍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공공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예산집행 시 쿼터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예산은 

아동청소년극에 할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샤를르빌 축제를 다녀왔었는데 전세계 6~700개 공연을 한 마을에서 수용을 하는데, 시골의 체육관 
시설, 학교의 공간, 개인 사택의 공간을 렌탈로서 공연에 맞게끔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모든 공연팀들이 그런 여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는 향후 어린이 
전용 극장에 대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인형극단 나무 대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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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별로 쿼터제를 운영해서 최소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쿼

터제로 지원하도록 함. 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임.

□ 지원 시스템 다양화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재원조성

❍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즉, 경기도 내 관련 조례

를 만들고, 조례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시스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예: 공공 문화공간 지원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

사실 경기도가 도넛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수원에만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거점별로 
몇 개 씩만 지정을 해준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산 수반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는 거점별로 쿼터제를 운영해서 최소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쿼터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공연에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보고 갈 수 있고 그 공연장에서는 
몇 월, 1년의 몇 퍼센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연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민간단체들에 대한 수익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인테고요.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우선은 공공기관이지만 저희가 아트센터를 운영할 때, 잘 운영했냐 어떤 과정을 운영했냐도 있지만 수익도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운영을 했냐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아동청소년이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상업성이 높은 공연들. 뿡뿡이나 카봇 들이요. 이런 공연의 비중이 대다수이고 
수익도 잘 내가고 있고요. 그 외의 순수 아동연극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음악극이라든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는 굉장히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쿼터제를 말씀 드렸던 이유가 전체 장르에서 성인, 아동의 
비율에 쿼터제도 중요하지만, 장르에 대해서 상업적인 장르는 약간은 배제시키고, 저희가 굳이 장려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거든요.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그 외에 순수한 교육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연극이나 음악극들이 쿼터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못 버는 장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느 정도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하겠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받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조례를 지정을 한다든가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면 전용극장으로 만들어서 상설 공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이 적어도 2~3년 정도의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지원을 기조로 하면서 잘 
이끌어나간다면 더 연결해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품 창작은 알아서 하되 인건비 포션을 지원해 
주면서 수익을 내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저희가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운영을 잘 했느냐는 것도 평가하지만 결국 수익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 상업성이 높은 장르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조례를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살펴보니 공공문화공간에 대한 지원 예산 항목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의 조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실행은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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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적 측면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운영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중요한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임.

❍ 거버넌스 관계에서 공연단체나 운영주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운영주체가 공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관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기초문화재단입니다. 기초문화재단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입니다. 
협동조합이나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반드시 공공이냐 민간이냐 주체의 문제로 나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공공이 
운영하면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나 부정적 신뢰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경기도의회 의원 김○○)  

이스라엘의 경우는 극장 하나를 놓고 콘텐츠 생산자들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가고, 공공은 해외 나가는 마케팅만 
해주고요. 2~30개의 창작자를 발굴하고 기획자를 내보내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유럽쪽은 자기들이 
극단의 역사 깊은 콘텐츠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다 국립이고 
시립이죠. 거기는 수익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의회 의원 김○○)  

인천에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교육청이 운영합니다. 교육청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인천 학생 
전체를 공연을 한 번씩 꼭 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좋은 공연을 하느냐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술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할 여건은 안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생교육문화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700석이면 700명이 와서 
소극장 공연을 보고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 예산이 공공성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수백, 수천 
명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가 오더라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재원이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에서 프로그램상에서 예산을 쪼개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때문입니다.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일정 부분을 조례로 지정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 상황밖에 안돼서 그렇지만, 외국은 거의 
다 공연장 베이스거든요. 인형극이라는 장르를 별도로 넣는데만 4~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르를 더 쪼개고 
일부러라도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회 의원 김○○)

결국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재원 조성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공연장이 가진 재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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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 마케팅 지원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을 공공

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현재 공연을 만드는 제작자가 북치고 장구치는 격입니다.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죠. 그런데 공공에서 
마케팅을 지원해 준다면 훨씬 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뮤지컬단 단장,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김○○) 

결국 거점들이 생기면 그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을 공공이 책임지면, 좋은 공연을 취사선택하고 좋은 공연을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현재는 민간에서 기획, 제작, 마케팅 등등을 다 해야 하는 버거움이 있거든요.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민○○)

④ 문화적 측면

□ 공연 관람과 공연 체험 환경 조성

❍ 공연 자체를 즐기며 인성은 물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갖

고 있는 교육적 가치들을 풀어내는 데도 결국 이러한 문화 공연공간이 반드시 필요함.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에 얽매이지 않고 공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면, 어느 정도 의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향유자와 수혜자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민○○)

요즘 CF 중에 콘텐츠를 아이들이 찍어서 AI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언어적인 
표현이 바뀌거든요. 외국에서는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국어교육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공연 
자체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대사를 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는데, 이것들이 공간이 있어서 작은 공간에서 무대 올라가서 잘하건 못하건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들을 풀어내는 데도 결국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기도의회 의원 김○○)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언어적인 표현이 바뀌는데요. 외국에서는 연극 같은 것들이 국어 
교육에도 많이 쓰입니다. 공연 자체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대사를 직접 해보고 
배워보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는데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작은 무대에서 잘하든 
못하든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들을 풀어내는 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뮤지컬단 단장,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김○○) 

저는 개인적으로 경연 대회 같은 형식으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극단 민들레 대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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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성 공연문화 형성 노력

❍ 현재 아동극의 경우 수익구조의 어려움에 의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적 공연을 만들어내

고 상연하는 공연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이는 예술성을 담보한 공연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공연문화의 현주소임. 이에 예술성 공

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전용공간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공연예술시장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뮤지컬인데 창작 편수로 보면 어린이 
창작 뮤지컬이 40% 정도 됩니다. 그 뮤지컬들이 대부분 캐릭터 뮤지컬입니다. 그런 공연들에 유아들이 어쨌든 
공연장은 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선택은 엄마와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중략) 많이 와서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머시브나 베이비 드라마처럼 아이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르떼에서 한국형 아난딸로 프로젝트(공간조성사업)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한다면 경기도에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예술성 있는 공연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지역과 연계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더 논의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김○○) 

□ 건강한 아동청소년 공연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 공연을 실제 보게 되는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강한 공연문화 형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

으면 함.

❍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함.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결국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굉장히 공연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자, 창작자 입장에서 
소재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의 텍스트 수준도 다 정해져 있고, 인형극단을 가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형극이 
상설극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엄청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가면서 
세그먼트를 찾아가면 굉장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명뮤지컬단 단장,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김○○) 

건강한 공연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한 
번에 이야기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류되면서 한다고 하면 
향후에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 서라벌컴퍼니 대표,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민○○)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작은 단위부터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좋은 축제가 많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형극단 나무 대표 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뮤지컬단 단장,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김○○) 

기초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몇몇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같이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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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많은 공연을 시도해  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팀장 조○○)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일줄 알았는데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도가 선도가 되어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같이 상생해야 할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편식하는 공연을 보지않고 정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인천 문화예술회관 주무관,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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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1) 공간적 측면

□ 경기도 아동청소년 전용 공연공간의 필요성 대두

❍ 현재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공연장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특히 아동에 대한 배려시설이 미비함. 

❍ 경기도 내, 아동을 위한 전문 특화 공연장은 파주보림인형극장이 유일했으며, 아동을 위한 좌

석이나 계단, 편의시설 등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됨.

❍ 공연시설 중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관람·체험 가능하기 용이한 100석 미만의 소극장 규모 공연

장 미비함.

❍ 경기도 전체 100석 미만의 공연장은 4개로 전체 공연장의 3.5%에 불과하며 북부의 경우에는 

100석 미만의 공연장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됨.

- 실제 북부의 100석미만 공연장이 전무하다고 집계된 것은 실제 집계되지 않은 100석 미만

의 공연장이 있기 때문이나, 100석 미만의 공연장이 다른 객석 규모의 공연장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공연공간은 구분이 필요함.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공연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아동극은 일반 공연공간과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별도의 전용극장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 검토

❍ 공연시설 내 공연장을 제외한 전시장이나 교육장 등 아동청소년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시장이나 교육장을 활용하면 남부는 약 1.5배, 북부는 2배 가까운 공간에서 청소년문화 공

간을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공연장의 가동률은 높으나, 문화예술 관련 공연보다 기타(세미나, 초정강좌, 민방위 교육 

등) 활동이 58.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빈 기간 동안 다양한 기타활동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실제 문화예술 관련 공연을 하기에 

재반은 공간적 시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분석됨. 

❍ 아동극의 경우 별도의 공연공간이 필요하더라도 새롭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공간 중에서 활용 가

능한 공간을 찾아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공간 중에는 유아동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이나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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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공연시설 및 문화격차 존재

❍ 경기도는 시도별 공연시설 및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 또

는 도심과 외곽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를 행정구역 상으로 남부의 공연장이 북부에 비해 많으며, 실질적으로는 서울 인접지역

에 공연장이 많음.

❍ 구체적으로 남부는 수원시(13개), 성남시(11개), 용인시(9개), 북부는 고양시(10개), 파주시(7개)

에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음. 반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남부와 북부 모두 공연장의 수의 분포

는 매우 낮음.

- 구체적으로 남부의 경우 안성시(2개), 여주시(2개), 양평군(1개), 북부의 경우 가평군(1개), 포

천시(2개), 연천군(2개) 등임. 

❍ 각 지역별 아동청소년들의 공연장 접근성은 남부의 경우 과천시와 군포시, 북부의 경우에는 

구리시와 연천군이 높음. 

- 분석결과, 지역별 공연장 수와 아동청소년의 공연장 접근성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음.

- 아동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은 남부의 경우, 과천시(1.3)와 군포시(9.2)가 접근성이 

가장 높고 안양시와 양평군(43.0)이 가장 낮음. 

- 북부의 경우, 구리시(10.3)와 연천군(10.5)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남양주시(15.8)와 가평군

(27.0)이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을 고려한 경기도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거점화 시도

❍ 거점공간화 할 경우, 시내를 중심으로 기존 유휴공간(예: 경기아트센타)을 활용하는 방법과 경

기도 외곽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거점공간화하는 방법이 있음.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거점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는 상시 계획적이고 지속적

으로 아동청소년극을 상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존 유휴공간 및 폐교를 활용한 전용극장 확보 가능

❍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공간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는 관내 기존 유휴공간 또는 외곽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블랙박스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조명이나 무대 등은 공연형에 맞춰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함.

- 그래야 공연에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공연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연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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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전용극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극장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건축할 경우 오히려 활

용도가 낮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활용적 측면에서 보면 블랙박스형 공간이 효율적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외각 지역의 공연시설이 많지 않으나 경기도 내, 시·군별 폐교

는 분포를 살펴보면 외각지역에 활용가능한 폐교가 많음.

- 지역 별로 남부 지역에서는 양평군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천시와 안성시(8개), 여주시

(7개), 화성시(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연천군과 가평군(13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포천시(7개), 파주

시(6개) 등의 순으로 집계됨.

2) 운영·제도적 측면

□ 현재, 공공 공연시설은 주로 대관운영 방식에 의존하는 상황

❍ 공연시설의 상주 공연단체가 보유율이 적은 편으로 대체로 공연장 운영이 대관공연에 의존하

고 있음.

❍ 경기도는 약 3:7의 비율로 입주단체 없는 공연시설이 많음. 이로 인해 자체 기획공연(19.7%)

보다는 대관공연(80.3%)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음. 전국 대관 비율(69.7%)에 비해서 10%가량 

낮은 수준임.

❍ 특히 북부의 경우에는 상주단체가 7개으로 집계되어 19개의 상주단체를 보유한 남부에 비해 단체 

수가 남부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여 대관공연이 없을 경우 공연장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음. 

□ 아동 전용공간 운영을 위한 별도예산 및 제도마련이 선결과제

❍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아동청

소년의 문화적 권리이기 때문임.

❍ 선결과제로,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스웨덴의 경우 공공 예술

극장 예산의 30%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험 공연 제작 및 상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공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즉, 경기도 내 관련 조례

를 만들고, 조례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시스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대두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을 공공

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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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공연시설의 운영주체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매우 높음. 전국 공연시설의 운영주체(공공/

민간)의 비율은 약 5.5:4.5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이나 경기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비율이 

약 91%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문화공간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운영주체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중요한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임.

❍ 거버는스 관계에서 공연단체나 운영주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역내 교육기관과의 관계형

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 경기도는 공연시설 전문인력의 보유율 역시, 공공기관과 비교해 민간기관의 경우 매우 열악한 

형편임.

❍ 공공기관의 경우 총 1,052명인 반면 민간의 경우 31명임. 특히 민간의 경우 행정지원 인력이 

공연장 운영 인력에 비해 적어 공연장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부분인 홍보나 매출 관련 업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3) 문화적 측면

□ 공연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 및 체험형 환경 조성

❍ 현재 아동극의 경우 수익구조의 어려움에 의해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적 공연을 만들어내

고 상연하는 공연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이는 예술성을 담보한 공연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공연문화의 현주소임. 이에 예술성 있

는 공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장르 중, 양악(서양악기)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 각 장르별 공연건

수로 살펴보면 기타 장르를 제외하고 양악(14.2%), 뮤지컬(8.8%), 복합(4.3%) 연극(4.1%) 장르의 

순으로 나타남. 특이점으로는 전국에 비해 연극보다 뮤지컬 공연이 더 많다는 것이 특징임.

❍ 공연 자체를 즐기므로써 인성은 물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됨. 뿐만아니라,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들을 풀어내는 데도 결국 이러한 문화 공연공간이 반드시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공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상업성/교육성 ⟶ 예술성)

❍ 경기도는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연극에 대한 관람 만족도가 경기도 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으

로 조사됨.

-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연극 관람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경기도 외 지역을 비교했을 

때  타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짐(6.00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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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시, 경기도 외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고려 정도가 높음.

- 경기도는 ‘프로그램 수준(50.90% > 42.6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 기준으로 꼽

았으며, ‘적절한 비용(22.80% < 25.39%)’을 2순위로, ‘교통 편의성(8.80% > 5.76%)’과 ‘주위

의견/네티즌 의견(8.80% > 4.71%)’을 3순위로 꼽음.

❍ 단,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는 2순위로 꼽긴 하였으나, 경기도 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은 공연시설에 대한 홍보와 공연의 수가 많아질 때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

이 높아짐. 

❍ 회귀분석 결과, 생활권 내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충분도나 프로그램 인지도를 상승시키

는 노력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존재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프로

그램 충분도가 높다고 느끼도록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공공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공문화 및 여가시설 존재 인식, 이용 충분도, 프로그램 인지도, 프로그램 충분도에 따른 

생활권 내 여가공간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공연문화 형성 기대

❍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공연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니즈 역시 매우 높은 편임.

❍ 문화예술 관람은 평일과 주말 모두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약 0.5%p정도 상승했음. 문화예

술 참여의 경우 주말은 0.5%p 상승했으나 주중의 경우 0.5%p 감소함. 

- 주중의 문화예술 참여율이 감소한 것은 평일 학교생활에 대한 압박에 의한 것으로 전반적으

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향유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관광 활동(52.0%), 문화예술 관람

(46.2%), 취미/자기개발 활동(44.8%)의 순서로 많게 나타남.

❍ 공연을 실제 보게 되는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강한 공연문화 형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

으면 함.

❍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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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 경기도 공연문화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 모형 제시

[그림 91] 경기도 공연문화의 건강한 생태계 선순환 모형

❍ 경기도는 공연문화의 건강한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을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문화공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함. 즉, 안정적으로 공연을 선보

일 수 있는 아동극 전용 공연장을 확보·지원할 것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 부문은 공연공간 확보와 양질의 공연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공지원이 반드시 필

요함.  

- 문화예술은 경험재이므로 좋은 공연을 보고 자란 어린이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좋은 문화적 

취향을 형성하게 됨. 

- 좋은 취향을 갖게 된 어른은 건강한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지역 문화소비자의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좋은 문화공연을 경험하게 해 주려는 강한 의지로 

경기도 공연문화의 잠재적 고객이 될 것임.

- 이러한 잠재적 고객이 많아질수록 경기도의 건강한 공연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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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연령별 세분화에 따른 공간확보 및 지원방법

❍ 영유아 단계(0~5세)는 아이들이 기어다녀도 무방할 만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갤러리와 같은 공간 활용을 권장함.

❍ 아동 1단계(6세~초등 저학년)는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즉, 지역 내 어린

이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아동 2단계(초등 고학년)는 아동 1단계와 같이 지역 내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하거나, 문화원 

공간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다만, 저학년과는 콘텐츠 측면에서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 단계(중고등학생)는 어른과 같은 공간을 활용해도 무방하므로 일반 공연장을 활용하되, 

현재 교육용 콘텐츠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성을 담보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쿼터제 운영 제안

❍ 아동청소년극은 공공의 지원없이 공연시장의 자율경쟁 속에서 살아남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

라서 국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극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쿼터제 운영에 앞서, 시범적으로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극 쿼터제의 조례를 

만들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공연문화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함.

-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스크린쿼터제를 예를 들면,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한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

린쿼터제’를 도입하였음.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1985년 한국영

화 의무 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진 바 있음. 영화계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영화 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음.

□ 경기도 내 교육기관과의 MOU체결 권장

❍ 지역내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연계를 통해 연간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아동극 공연장과 유아교육기관이 상생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공연 관람의 기회

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한 청소년 공연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시절에 예술성 있는 공연을 많이 봐야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향유 수준이 높아질 것임. 그래야 건강한 공연문화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아동극의 주 연령층은 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공연을 보기가 쉽지 않음. 

❍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교육기관과의 

MOU체결로 아동청소년 공연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리드할 것을 권장함.

-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의지에 따라 공연을 주로 집단으로 보여주는 상황임. 

- 예를 들어,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극 프로그램의 경우, 인근 유아교육기관과

의 연대를 통해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고 홍보하여, 공연장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객석

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연을 계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거점화 기획 제안

❍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거점화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함. 

구분 내용

1안
기존의 유휴 공공 문화공간을 블랙박스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아동극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 

2안
경기도 외곽의 폐교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리모델링하여 아동전용극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 첫 번째 안으로는 기존 공연공간 중에서 유휴공간 또는 활용 가능한 공간을 블랙박스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거점공간으로 지정하여 아동청소년극의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경기아트센터의 야외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 기존의 규모가 있는 공공 문화공간

을 활용하는 방안임.

❍ 두 번째 안으로는 경기도 외곽지역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심각한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임. 

- 북부와 남부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자연과 함께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

하는 방안임.

- 다만, 물리적 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주차공간이 충분하고 체험적 공간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연극대회 개최

❍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연극부처럼 중학교의 연극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갖도록 유

도해야 함. 즉, 고등학생처럼 대회를 기획하여 수상자에게 예고 진학 시 혜택을 주는 방식의 

기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중등-고등의 연계성을 고민하고 논의하여 

제도를 마련해야 함.



VII. 부록

1. 참고문헌

2. 인터뷰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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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설문지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FGI) 대상자 명 ○ ○ ○(소속: ○○○)
인터뷰 일시 2020. ○○. ○○.

연구개요(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구분 내용

사업명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기간 2020. 06. 08 ~ 2020. 09. 07(3개월)

연구대상, 범위 연구대상: 아동청소년(9~18세)
경기도 전지역(남부/북부)에 소재한 공·민간 문화공연공간(약 180개)

연구목적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마련을 위한 문화공간 실태조사(기초자료)

연구의 필요성과 
활용

Ÿ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중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현황을 파
악할만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임. 

Ÿ 실태조사를 기초로 향후 선순환 구조의 자생적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조례) 및 정책 개
발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Ⅰ. 아동청소년 공연 프로그램 및 관련 문화공간에 대한 동향 및 현황

※ 질문지의 문화공간(공연공간, 프로그램)은 연극(아동극)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에 앞서 간단하게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1.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연극 시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극의 비중(규모)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2. 아동청소년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공연장 수)?

문3. 아동청소년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는 용이한 편입니까?

문4. 아동청소년들의 연극 관람 이용 추이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전 기준)

문5. 아동청소년 공연 프로그램(수)의 최근 증감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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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전국 대비 경기도 공연공간 관련 현황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문7. 해외 동향은 어떻습니까?

Ⅱ. 아동청소년 공연 프로그램 및 관련 문화공간 시설   

문1.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질문입니다.

문1-1. 아동청소년 공연은 주로 어떤 내용(장르)입니까?
문1-2. 아동청소년 공연 프로그램 제작 시 일반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아동(어린이)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공연이 제작합니까?
문1-3. 아동청소년 공연을 관람하는 주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문1-4. 아동청소년 공연에 대한 체감되는 아동청소년의 이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2. 아동청소년 문화공간(공연공간) 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문2-1. 아동청소년 공연 시 문화공간의 크기(객석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2. 시설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공연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반적인 문화공간(공연)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문2-4. 경기도 문화공간 중 인상적인 곳이 있다면 어느 공간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인상적입니까?

Ⅲ. 아동청소년 공연 프로그램 및 관련 문화공간에 대한 제언

문1. 우리나라 문화공간 중 시설과 운영 차원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2.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련 정책적 차원의 개선(나아갈 방향)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 현재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련 정책 중,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Ⅳ. 기타의견

문1. 본 연구를 진행·발전시키는 데 자문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문2. 본 연구 관련해서 수혜자 인터뷰 대상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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