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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1



1장. 연구개요 5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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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창작공간 조성 정책은 문화예술의 발전에 맞춰 변화해왔다. 초기의 정책은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199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국의 폐교시설을 교육용 시설을 비롯, 주민복지 시설이나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 사업’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창작공간을 조성하기에 이른다. 근래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작의 지원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촉매로서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행한 ‘빈집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이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조성, 활용하였다. 1)

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간한 「산양초 창작공간 만들기–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지역은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 중심의 산업집중과 생활권 형성은 농촌 지역의 과소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지역 또한 1960년 이후 개발중심 정책으로 

제주시 비대화와 타 지역의 과소화로 이어졌고 이는 제주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쾌적성 상실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과거의 

도시재개발과는 달리 주거지 개선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발이 아닌 문화, 예술 등이 

포함되어 지역경제 재건과 지역문화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술가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의 배경

1) 문순덕 외,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201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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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창작공간의 부족과 예술시장의 비활성화,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내에는 서귀포 시내의 18개의 폐교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폐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농촌의 과소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 190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폐교는 저장창고, 농촌체험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산양초등학교가 위치한 산양리는 비교적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마을 정체성이 잘 유지되어 있다. 마을의 규모와 분포, 도로의 

구성이 과거와 거의 유사한데, 이는 산양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유휴시설인 (구)산양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복합창작공간을 조성한다. 복합창작공간은 복합문화공간과 창작공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와 공간이 합쳐진 개념으로 시민과 예술가들이 

공존하여 종합적인 형태의 문화를 형성하는 특정한 공간 혹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공연, 전시, 문화교육, 문화정보 제공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술가의 

창조활동과 이용자의 감상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한다. 2) 창작공간이란 예술 

작업실, 스튜디오, 공방, 연습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통칭하면서 ‘예술창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009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여러 장르와 분야를 포괄하는 공간으로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시되어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공존하며 예술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공간 등 종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유휴시설인 (구)산양초등학교를 활용한 예술공간은 복합창작공간이라는 개념하에 

설립된다.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를 육성하고 도내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로써 예술가와 도민이 예술을 함께 나누는 공간을 

마련한다. 본 복합창작공간은 가동(작가창작실, 전시실), 나동(커뮤니티실, 회의실), 

다동(공동창작실), 라동(예술가 생활공간)으로 총 네 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2) 정은영,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유휴공간의 리노베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1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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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술 부흥을 꾀하는 창작공간의 조성 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구)산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중인 예술곶 산양 
운영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예술곶 산양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공간이 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언하여 앞으로 본 공간이 운영되는 데 있어 지침이 될 것이며 나아가 여타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창작공간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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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제주도의 복합창작공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복합창작공간의 국내외 

사례를 연구 분석한다. 먼저 국내사례 연구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속하는 

창작공간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공공기관의 사례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고양레지던시, 금천예술공장, 난지창작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테미예술창작센터,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가창창작스튜디오, 홍티아트센터에 

대해 조사하고 민간기관의 사례로는 아트센터 나비와 오픈스페이스 배에 대해 

조사한다. 국외사례 연구를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타이페이 예술촌(Taipei Artist 

Village), 텐터클 아트 스페이스(Tentacles Art space), 피어-2 아트센터(Pier-2 

Art Center),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Fukuoka Asian Art Museum)을 조사하고 

유럽지역으로 개스웍스(Gasworks), 라익스 아카데미(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K ü nstlerhaus Bethanien)에 대해 조사한다. 

본 사례조사를 통해서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합창작공간의 현황을 파악하여 

복합창작공간 운영 방식과 주안점을 이해할 수 있다. 

◆ 3장 

예술곶 산양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제언과 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제주도 지역의 

복합창작공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우선 지역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산양리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양초등학교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진 예술곶 산양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예술가 및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 제4장
위의 선행 연구와 현황분석을 토대로 예술곶 산양 운영지침을 구축하고 중장기 

정책을 제언한다. 

◆ 5장   
예술곶 산양의 운영지침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개관해인 2020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개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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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기본적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3년 이내(2017-2019)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음

◆ 공간적 범위
연구와 관련된 사례조사 범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에 필요한 

설문은 제주도민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음

◆ 내용적 범위
•복합창작공간의 국내사례 연구

•복합창작공간의 국외사례 연구

•제주지역 현황분석

•제주지역 복합창작공간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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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복합창작공간 선행 연구 분석
•복합창작공간의 국내사례와 국외사례를 구분하여 현황과 사례의 주요 내용 정리

•국내사례의 경우,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립기관의 사례조사 분석

•국외사례의 경우, 지역 구분에 따라 아시아 지역, 유럽 및 미주지역의 사례조사 분석

•각 공간의 특성과 특징적인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 분석

◆ 문헌조사
•제주도내 문화예술 자원과 기존 문화생태조사 연구 등을 참고한 문헌조사

•국내외 복합창작공간에 대한 주요 쟁점과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연속 간행물 등의 자료 분석

◆ FGI (Focus Group Interview)
•제주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제주 문화예술 환경의 특징 및 변화, 

   제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타 지역 광역재단 공간 운영 실무자가 참여한 관계자 라운드테이블 개최하여 

   실제 사례 의견 수렴

•실제 사업의 문화향유의 주체가 될 산양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합창작공간 

   설립에 관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
•향후 공간의 운영방향, 비전 및 미션 등 공간 운영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설계 및 설문조사를 도민을 대상으로 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게재를 

   통해 불특정 다수군 참여

•공간에 참여하게 될 예술가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지원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지 설계 및 설문조사를 도내 예술가 중 재단 내 최근 3년 간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링크 발송을 통한 특정대상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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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1

전경

오픈스튜디오

전시 

아티스트 토크

전시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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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은 2002년부터 국내외 예술가와 전문가 교류를 위하여 서울 창동과 

경기도 고양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는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인 ‘레스 아티스(Res Artis)’, ‘AAC(Aliance of 

Artists Communites)’의 회원으로, 여러 국내외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창동레지던시는 다양한 국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큐레이터 

및 연구자도 참여가 가능하여 국외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외 레지던시 입주작가들과 함께하는 

미술행사를 지원한다. 

레지던시가 위치한 창동은 서울의 오래된 주거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는 서울 

중북부 생활권에 해당한다. 레지던시 안에는 작가 개별 스튜디오와 대형 설치작품과 

조각물 제작을 위한 옥외작업장, 전시실, 커뮤니티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은 

입주작가들의 작품발표를 위한 전시공간과 세미나 장소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미술프로그램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2017년부터는 작가뿐만 아니라 기획자와 연구자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의 ‘마크 

메이어(Marc Mayer)’, 스펜서 미술관(Spencer Museum of Art)의 ‘크리스 어컴스(Kris 

Imants Ercums)’ 등 국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이 참여하였다.

창동레지던시에 입주하는 작가와 연구자는 일 년에 두 번, 각각 5월과 11월에 

입주기간동안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혹은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복궁 

근처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레지던시 세미나 시간도 

가진다. 현재 필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술 관계자, 다양한 상상력을 지닌 학생들과 

만나 자신의 작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국외 

입주작가, 연구자들과 함께 국내의 문화 탐방 프로그램, 창작 워크숍, 연구 세미나 등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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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2

전경

오픈스튜디오

목공실 

전시

세미나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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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설립된 고양레지던시는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각 예술작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국내 입주작가에게는 주거복합형 창작실(평균 60㎡)이 약 

1년 간 무상 제공되며, 입주기간 동안 오픈스튜디오 및 세미나, 전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 창작역량 강화를 돕는다.

국외 5개국 7개 기관과의 국제교환 입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작가들은 

독일의 바우하우스 데사우 재단(Bauhaus Dessau)과 AIR 프랑크프루트, 대만의 

타이페이 예술촌(Taipei Artist Village)등 국외 유수기관과 협력한 국제교환 

입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입출신작가들과 현장 실무자 및 이론가들이 모여 서로의 작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대미술과 레지던시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국내외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는 큐레이터, 기획자, 평론가, 기자 등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작품과 활동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 및 인적 인프라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오픈스튜디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연례행사로 입주작가들의 

입주기간 동안의 작업성과를 미술계 및 일반인에 공개한다. 더불어 입주작가들의 

작업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다양한 연계행사 개최를 통해 작가 프로모션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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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3

전경

스튜디오

공동작업장

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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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천예술공장은 2009년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시각예술 

전문 국제 창작 레지던시이다. 서울 시내에 자리하고 있어,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한 

다른 레지던시들과 달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존재감을 뽐낸다. 특히 금천구는 현재도 

많은 공장이 돌아가는 공업지역인 탓에 이곳에 머물면서 특별한 영감을 받기 쉽다. 주변 

공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재료로 사용한다거나, 공장지대의 소리를 수집하여 사운드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 시민들의 주거지역에 근접한 금천예술공장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글로컬(Glocal)

을 실천하고 있다. 입주작가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 금천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는 1년에 한번, 작가들의 작업실을 시민 모두에게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다. 

2019년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예술가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오픈스튜디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과 예술가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개인 작업실 외에도 ‘PS333’이라고 불리는 대형전시장, 미디어랩, 

창고동 등 작업과 전시가 모두 가능한 공간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오픈스튜디오, 기획전시 외에도 기술+예술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한 이슈를 다루는 국제심포지엄 

등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20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4

전경

스튜디오

전시

스튜디오

전시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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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로, 난지한강공원 

내에 유휴시설을 개조하여 2006년 개관하였다. 국내의 역량 있는 미술가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난지아트쇼’, 비평 워크숍 등 전시 및 연구능력을 

계발하는 프로그램,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 활용과 다원화된 

교류를 위해 국제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국내외 미술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2006년 개관한 뒤로 창동레지던시와 함께 레스 아티스(Res Artis)의 

회원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국내 입주작가들이 국외에서 들어온 입주작가들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한 미술 현장들을 방문하고, DMZ나 북한산과 같이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현장들을 방문하며 서로 교류하도록 한다.

국내 유수 비평가와 1:1 매칭되어 이루어지는 비평 워크숍을 통해 입주작가들은 작업에 

대한 깊이 있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미술 관련 이론가 및 큐레이터와 연계하여, 

개별 인터뷰와 공동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평글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비평가와 함께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점검하고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외 미술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작품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회 분야의 통섭을 위한 철학과 문화, 사회와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제공하며, 매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작가의 작품을 실어 

프로그램 도록을 발간하다. 

레지던시 입주 기간 후에도 연속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기 출신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수시 접수를 

통해 난지전시실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과 매해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옥상인 ‘SeMA休’에 

벽화를 설치하여 본인의 작품을 프로모션하는 ‘세마휴아트월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기 출신작가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여 미술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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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5

전경

오픈스튜디오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

오픈스튜디오

전시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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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는 18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역으로 근대건축기술 및 

역사적 기록을 지니고 있어 건축 조형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1888년 지어진 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과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역사적으로 상징성을 지닌 개항장에 있고 차이나타운, 월미도, 

신포시장,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을 이어주는 지하철 1호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철도와 연결되어 있어 예술가들이 국내외로 통하는 주요한 

허브에 있다. 이곳 개항장 일대는 과거의 역사는 보존하되 현대적, 문화적으로 재해석한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 같은 곳으로 인천아트플랫폼이 그 중심에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교류와 협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극대화하는 한편, 발표지원 프로젝트, 예술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기획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과 같은 학술행사를 

운영하여 문화와 예술의 이해와 소통에 힘쓰고 있다. 시각예술 뿐 아니라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를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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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전시

오픈스튜디오

전시

전경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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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유휴공간이었던 (구)테미도서관을 새로이 꾸며 조성한 

레지던시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로, 입지적 특성과 

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예술가들이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창의적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예술가, 도시 간 

소통을 매개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2014년 3월에 문을 연 이래로 올해까지 총 6기에 걸쳐 운영되어온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작가들에게는 1:1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지원과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역리서치 프로젝트는 잠재되어있는 대전의 문화적 자산을 예술가의 시각으로 

투영하여 대전의 예술적 가치를 모색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창작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들은 일정기간 동안 지역을 

탐구하며 작업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전을 통해 전시를 선보인다.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시민큐레이팅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가, 도시이론가, 문화기획자, 역사학자의 

강연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도시, 문화적 자존감과 자긍심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시민 

참여자가 직접 설계해 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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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7

전경

창작스튜디오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전시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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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예술공장은 1991년 문을 닫고 2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카세트테이프 생산 폐공장 

부지에 세워졌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첫 입주작가를 맞이하였다.

창작 및 인큐베이팅을 통해 실험적인 예술창작생태계 조성, 시각예술 외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 혼합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장르 혼합을 지원하는 기술자, 

이론가가 함께 상주하며, 오디오, 필름, 비디오, 사운드 작업을 하는 작가를 우대 

선발한다.

내부 건물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우뚝 솟은 굴뚝은 예전에 

공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 개 동으로 구성된 팔복예술공장은 과거 공장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방치된 폐공장을 활용하여 현대미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와 함께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층으로 구성된 A동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을 비롯해 

교육장, 전시장,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다. 외벽과 지붕, 바닥, 철문 등에서 기존 건물의 

자재를 그대로 활용해 과거의 기억과 현대미술의 아우라를 조화롭게 품어냈다.

이곳은 팔복동 주민들과 함께 1년여 동안 매주 모여 공간의 컨셉을 고민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리스타와 전시장 지킴이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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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가창창작스튜디오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8

전경

오픈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전시

세미나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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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구현대미술가협회에서 (구)우록분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탄생한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현대미술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하여 작업하는 

정주형 창작스튜디오로 만들어졌다. 2012년부터는 대구문화재단에서 이어받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식으로 거듭났다.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활성화 및 예술 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창창작스튜디오는 만40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들을 매년 10명씩 선발해 입주기간 

1년 동안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작가도 추가로 선발해 3개월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매년 8명의 국외작가가 입주하여 활동한다. 

입주작가에게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멘토링과 크리틱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타 지역 창작센터와 교류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작 의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실시하는 입주작가 워크숍을 통해 작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회의를 한다. 워크숍은 작업에 앞서 좀 더 심도 있는 작품세계를 

구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공유와 평가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입주작가들에게 

호응도가 높다.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인 ‘가창창작캠프’는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 타 지역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을 초대해 1박 2일간의 캠프형태로 진행되며,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이다. 다양한 주제 토론, 초청강연과 공연, 예술영화 감상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이다.

미술 아카데미,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달성군청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삼산리 ‘문화 나눔의 날’ 등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민들과 지역사회에는 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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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국내  >  공공기관 사례  09

전경

공동작업장

전시

전시

세미나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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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티아트센터는 서부산지역 사하구 무지개 공단 내 옛 홍티포구에 조성된 

창작공간이다. 설치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으로서 국내외 작가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예술인 창작지원은 물론, 지역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연구, 전시, 교육 학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술창작 지원 활동으로는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작품 전시회, 오픈스튜디오 

개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 참여, 

외국 작가 초청 세미나 개최, 동아시아 레지던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문화예술 담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 문화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부산권에 위치한 다른 

공간과의 협력을 통해, ‘홍티문화공원’ 조성, ‘을숙도에코센터’, ‘감천문화마을’, 

‘아미산전망대’ 등 서부산권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입주예술가에게 비평가 및 미술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광주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등 국내 다른 기관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발틱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대만의 피어-2 아트센터(Pier-2 

Art Center), 일본의 큐슈예문관(Kyushu Geibun Kan museum) 등 국외 창작공간에도 

입주예술가를 파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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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전문화재단 테미예술창작센터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대구문화재단 가창창작스튜디오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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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복합창작공간의 대부분은 운영주체가 국공립미술관이나 

광역문화재단인 경우가 많다. 이 기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정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기 공모를 통해 국내외 입주작가나 

연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입주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개별 스튜디오와 레지던시 공용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창작 지원금, 체재비 등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공공기관 운영 레지던시 공간의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 또는 폐공장,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설립한 곳으로 도시재생과 유휴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복합창작공간이 그 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 인근 거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예술가와 협력한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창의적 문화예술활동과 향유 기회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한 것이다. 다만, 가시적이고 수치화 할 수 있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향유자에게는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고, 또한 참여 예술가들에게는 프로그램 이후에도 작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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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트센터 나비
국내  >  민간기관 사례  01

전시

아티스트 토크

전시 전시

사진 출처: 아트센터 나비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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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SK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미디어아트에 특화된 

전문 예술기관이다.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를 예술과 접목시킨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 미디어아트를 다루는 국내 신진작가를 

국외에 소개하고, 국외의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네덜란드의 미디어아트 전문기관 V2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다. V2는 1981년 설립되어 예술가, 과학자, 개발자 등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지원해온 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아트 전문 시설 및 지원,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보틱스 등 최신기술 활용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한다.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내외 작가들은 지속적인 창작 및 제작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크리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창작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나아가 작품의 깊이 있는 탐구를 유도한다. 국내 리서치 등에 기반한 미디어아트 연구 

및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

레지던시 기간동안 참여작가들이 창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작품 전시를 통해 레지던시의 결과를 보여줌과 함께 전시와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작가의 레지던시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아트센터 나비와 

접점이 있는 국내외 창작연구소 및 미디어아트 센터들과 연계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 

종료 이후 작가들의 후속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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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픈스페이스 배
국내  >  민간기관 사례  02

전경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사무실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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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배는 2009년 시작한 비영리 대안공간으로서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유형의 기획전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미술제작 환경에서 고갈되기 쉬운 작가적 상상력과 도발적 창작 작업의 생산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미술계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오픈스페이스 배는 아시아의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및 기획자들과 함께 비물리적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의 유목성, 연결성, 사회적 요소 등 전시장 내에서 보여지는 작품의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이슈를 발견하고자 함이다.

국외 협력기관 추천 작가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내 작가 및 기획자와 함께 2~5개월 

동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뉴미디어, 협업, 리서치 등 비-물리적인 작업에 

집중하는 작가와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협업 과정에서 비-물리적 작업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진행하고, 입주작가들 간 토론 및 리서치, 아카이빙, 협업의 

과정을 전시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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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트센터 나비

부산 오픈스페이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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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공공기관 레지던시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트센터 

나비의 경우 소속된 기업이 지니는 뚜렷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따라 미디어아트를 

다루는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공간 오픈스페이스 

배는 리서치, 아카이빙, 협업 등 비-물리적 작업을 통한 과정 중심의 레지던시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기관이 운영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은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뚜렷한 성격으로 인해 그 분야에 맞는 참여자들이 모이게 되어 서로 간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소통이 가능하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민간기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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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예술촌      
국외  >  아시아 지역 사례  01

 Taipei Artist Village

전경

전경

오픈스튜디오

전경

세미나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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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예술촌은 예술적 교환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두 과업을 쫓으며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와 트레져 힐 아티스트 빌리지의 연합을 통해 다국적 

네트워크를 세우고 있다. 전시홀, 개인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피아노실, 암실, 강당, 

컨퍼런스룸, 야외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즌별 레지던시 아티스트 전시, 레지던시 

아티스트 워크숍,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그밖에도 어린이 예술캠프,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인턴쉽,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대만과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 간의 문화적 만남 및 공동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레지던시는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와 트레져 힐 

아티스트 빌리지 두 곳에서 진행되며 각각의 프로젝트는 해당 아티스트 빌리지의 

특성에 맞게 계획된다.

레지던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건축, 영상, 전시기획, 다원예술 분야 

활동 예술가로 제한하며 트레져 힐 아티스트 빌리지 입주작가는 예술촌의 생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이페이 예술촌은 대만 예술가와 국외 예술가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타이페이 도시와 통합 그리고 다른 

문화 간의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충족시킨다.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는 유휴 공간을 재사용하는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서 

네 개의 빌딩을 레노베이트하였다. 이 공간은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을 위한 집합점이 된다. 사무실 공간과 세 개의 다목적 전시공간, 13명의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와 주거공간을 포함한다. 댄스 스튜디오, 피아노실, 암실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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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터클 아트 스페이스 
국외  >  아시아 지역 사례  02

Tentacles Art Space 

공간입구

전시

오픈스튜디오

전시

아티스트 토크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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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터클 아트 스페이스는 태국 방콕 중심부에 위치한 공간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텐터클 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들과 

전세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 및 연구를 지원하고 여러가지 예술 프로젝트를 

실현시킨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 및 창작가들이 참여하며 워크숍, 

지역 투어, 스튜디오 방문, 오픈스튜디오, 전시, 예술가와의 대화, 결과물 발행 등을 

하고 있다.

2014년에 설립된 예술기관으로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고 매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콕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와 연구자들에게 실험적인 창조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텐터클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퀴어 리더스 방콕’, ‘텐터클 티비 프로젝트’ 및 ‘The art of surviving in the Art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퀴어 리더스 방콕’은 퀴어의 다양한 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모임으로 텍스트 읽기, 영화 상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텐터클 티비 프로젝트’는 작업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창조된 모든 

종류의 무빙 이미지 작업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이나 에디션을 피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텐터클 교육프로그램은 신흥 예술가들을 지원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워크숍 > 리서치 작업 기간 > 지역투어와 스튜디오 방문 > 

워크숍 > 오픈스튜디오, 전시, 예술가와의 대화 > 출간 및 보고의 체계적 순서로 

계획되어 지고 행해진다. 그 외에 태국 내 예술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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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2 아트센터 
국외  >  아시아 지역 사례  03

 Pier-2 Art Center

전경

심볼

전시

광장

전시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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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2 아트센터는 대만의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오슝에 위치해 있다. 가오슝 항구 옆에 

오래된 창고가 모여 있는 곳으로 모든 종류의 가능성이 열린 예술적, 실험적, 창조적인 

공간이다. 교차지로서 아트센터는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문화, 창조, 영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아우르며 나아가 대만 남부에서 가장 상징적인 현대미술의 장이고 

잠재적 예술가와 디자이너 함양에 헌신하는 곳이다.

피어-2 아트센터는 가오슝 항구 3번 정박지의 2번 부두를 지칭한다. 공용항구 창고로 

1973년에 지어졌다. 이후 이 창고들은 산업 민주화로 인해 버려진다. 2000년 이 

실험적 장소는 가오슝 시 행정부가 국경일 불꽃놀이를 위해 적합한 위치를 물색하던 중 

발견되었다. 

초기 두 개의 창고로 시작됐던 피어-2 아트센터는 현재 ‘Dayong Warehouse Cluster

(전시공간, 공연장)’, ‘Penglai Warehouse Cluster(전시공간)’, 그리고 ‘Dayi 

Warehouse Cluster(전시공간, 음악 퍼포먼스 공간, 창조 스튜디오, 레스토랑, 갤러리 

등 레지던시)’로 무리 지어진 총 25개의 창고 지역으로 성장했다. 다양한 예술 전시와 

퍼포먼스에 더하여 실험적 연극 그리고 작은 규모의 대중음악 퍼포먼스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레지던시 페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Dayi Warehouse’는 설탕 기업에 의해 이용되다 

산업 민주화로 선박 재활 산업지로 남겨졌으나 2012년 가오슝시 행정부 노력과 함께 

피어-2 아트센터의 일부가 되었다. 6M가 넘는 오래된 빌딩들은 문화적이고 창조적 

영역을 일구는 장소로 이용된다. 이곳의 예술가들은 작품을 창조하고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데 힘을 쏟는다. 입주작가들과 그 외 작가들의 수평적 협력이나 학문적 협력을 

행하고 있다.

입주작가에게는 스튜디오와 거주 공간 그리고 다양한 예술교류의 기회가 제공되고 

워크숍, 학술교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전시, 퍼포먼스, 오픈스튜디오 등 피어-2 

아트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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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Fukuoka Asian Art Museum

국외  >  아시아 지역 사례  04

전경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전시

사진 출처: 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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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아시아 현대 그리고 동시대 미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미술관이다. 미술관 수집품은 단지 서양미술을 모방하거나 

전통예술을 반복하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관은 동시대 아시아를 살고 있는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예술의 체계를 뛰어넘기를 추구한다.

본 기관은 아시아의 예술가와 연구원 및 큐레이터들을 초청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국가 예술가로 제한하며 다양한 미술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지역 부근의 아시아 작가들, 연구자와 전문가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1~ 3명을 초청하여 

스튜디오와 전시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선정된 작가는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퍼포먼스와 강연 등 다양한 예술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예술에 대한 후쿠오카 시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며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등, 기관을 예술을 통한 아이디어와 미학의 교류 

중심지로 가꾸려는 목적 하에 진행된다.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관련 장소나 기관을 방문하고 문서나 아카이브를 

이용하면서 아시아 현대, 동시대 미술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이로써 리서치의 결과물을 

전시나 강연 형식으로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행해진 조사로 수집된 귀중한 정보와 

아카이브는 지역 주민과 그 외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접근 가능하다. 또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레지던시의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 예술에 대한 나아간 연구를 지속한다. 

성인,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지역 학교나 본 미술관에서 개최하며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후쿠오카 시민과 함께 협동 작업을 하고 창작-교육 프로젝트를 시민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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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

텐터클 아트 스페이스 Tentacles Art Space 

피어-2 아트센터 Pier-2 Art Center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Fukuoka Asia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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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위치한 위의 레지던시는 입주작가에게 예술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레지던시 운영의 프로세스와 콘텐츠를 지키며 운영하고 

있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예술가 간,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면서 지역 내의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는다. 

특히 일본의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의 경우 시민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예술가와 협동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예술 

안에서 지역과 사회가 공존하도록 한다. 

대만의 타이페이 예술촌과 피어-2 아트센터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공간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 유휴공간 활용은 공간이 지니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예술적 목적을 달성한다. 특히 피어-2 아트센터는 선박 재활 산업지를 활용한 공간으로 

가오슝시 행정부의 지원이 함께 하여 의미가 깊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국외 아시아 지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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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웍스
국외  >  유럽 지역 사례  01

 Gasworks

전경

오픈스튜디오

전시

사진 출처: commons.wikimedia.org / www.contemporary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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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웍스는 국제적 행위와 논의가 오가는 교차로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비영리 동시대 시각 예술 기관이다. 비영국 출신 예술가들에게 3개월 간 

런던에서 생활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세미나, 강연, 워크숍 등을 행하고 있다. 

본 기관은 런던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위해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떠오르는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첫 번째 전시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을 주며 국제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작업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을 

관람자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참여 워크숍과 이벤트를 동반한다.

예술가의 레지던시와 워크숍을 용이하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류프로그램인 ‘트라이앵글 네트워크’에 적극 연결되어 있다. 개스웍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한 트라이앵글 네트워크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과 개인의 교류를 증진하고 영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프로그램을 알린다. 동시에 기관들에게 전세계 예술가들을 배양하고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982년부터, 이 ‘트라이앵글 네트워크’는 450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서로가 

연결되어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 오고 있다. 워크숍, 레지던시, 이벤트, 전시, 작업장과 

스튜디오 공급을 통해 그들의 실습을 구축하게 도움을 준다. 본 국제 네트워크는 전세계 

예술가, 큐레이터 그리고 그 외 예술 전문가들 사이의 문화 교류와 전문적 성장을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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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익스 아카데미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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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전경

목공실 

전시

세미나

사진 출처: wilfriedlentz.com / ratemyartistresidency.com / www.transartists.org / overons.kpn

wilfriedlentz.com
ratemyartistresidency.com
www.transartists.org
overons.kpn



2장. 복합창작공간의 개념과 유형 5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라익스 아카데미는 전세계 예술가들에게 예술 활동을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 작품 제작 등을 지원하며 오픈스튜디오, 기술 워크숍, 이론 

워크숍, 각종 이벤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회화, 건축, 조각, 사진, 영상, 

퍼포먼스, 설치, 공예 등 현대미술분야의 신진작가를 수용한다.

본 기관은 1870년 윌리엄 3세의 칙령에 의해 고전 아카데미로 설립되었다. 예술가 

레지던시로서의 현재 라익스 아카데미의 형태는 1980년대 시작되었다. 일방적 티칭 

프로그램은 개인 스튜디오로 변화했으며 교사는 경험있는 예술가와 고문에게 넘겨졌다. 

1985년부터 라익스 아카데미는 국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지원자의 수가 

늘었으며 고문들은 국제화되었다. 

연구, 실험과 제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50여명의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시

(총 2년)를 제공한다. 스튜디오, 작업 예산, 급료와 같은 기능 외에도 연구를 위한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다.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지배적인 스타일 혹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 없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 이론가들 그리고 다른 고문들은 작가 개인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세미나, 토론, 강연, 발표에 참여한다. 다른 대륙과 문화, 시대적 배경을 가진 

고문들은 다양한 동시대 예술의 실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예술가들에게 광범위한 

시야를 제공한다.

기술 전문가들은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 다양한 원리에서 생성되는 각각 예술가들의 

요구와 협력에 응하기 위해 그들은 전문 장비로 갖추어진 워크숍을 운영한다. 기술 

인력 지원으로 전통적이고 동시대적인 물질과 기술을 이용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이미지/사운드(사진, 필름,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미디어), 프린트 메이킹

(그라비어, 레터프레스, 실크스크린, 플라노그라피), 공예(채색, 성형, 도자 및 유리 

공예), 구성(금속, 목재, 전자공학, 미세역학)으로 운영된다.

도서관은 36,000여권의 도서, 6,000점 이상의 프린트 및 드로잉 작품, 1,000여점의 

조각품 외 비디오 및 현대작품을 소장하고 아카이브 컬렉션은 해당 기관 참가자 작품에 

대한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시디롬, 신문 기사 등 700 여개의 파일을 제공한다. 학술 

워크숍을 통해 예술가들은 이론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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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튜디오

전경

전시

공간입구

공동작업장

www.bemobilecreatetogether.eu / www.monopol-magazin.de / artviewer.org

사진 출처: www.bemobilecreatetogether.eu / www.monopol-magazin.de / artvie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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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문화센터이다. 전문적 예술가를 

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입주작가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동시대 시각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다양한 배경과 규율을 지닌 예술가들과 광범위한 대중 사이의 생생한 

대화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본 기관은 월별 전시 오프닝에서부터 오픈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한다. 이 같은 여러가지 미션의 중심에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전세계 신흥 예술가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입주작가들은 정해진 

기한에 걸쳐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이들은 베를린 예술의 현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환경을 제공 받는다. 프로그램 안에서 예술가와 지역적 맥락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예술가가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큐레이터가 개입해 지원하고 워크숍과 기술인력에 

바탕을 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최소 2년의 오픈스튜디오 이벤트를 

개최한다. 또한 외부 예술가를 초빙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출판에 힘쓴다. 입주작가들은 국제적인 큐레이터, 비평가, 공인, 이론가, 갤러리 

대표 및 수집가와의 만남의 기회를 가진다. 

오픈스튜디오는 매 이벤트에 약 800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은다. 이들 중에는 큐레이터, 

갤러리 대표, 예술가들도 포함된다. 오픈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이 대중과 직접적이고 

안정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설립 이래로 다양한 주제, 전시와 프로젝트를 다루는 300여권이 넘는 책과 카탈로그 

그리고 잡지가 발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94년부터 발행된 비 매거진이 있다. 

예술과 비평을 위한 2개 국어의 저널로, 학술적 작업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국제 예술 

현장의 발전이나 현 경향을 논의하는 비평가, 큐레이터, 과학자 그리고 작가들로부터 

의뢰된 글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예술가들의 작업을 비평하도록 

저술가들에게 요청함으로써 기존의 저술가와 새롭게 활동하는 저술가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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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웍스 Gasworks

라익스 아카데미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Künstlerhaus Betha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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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위치한 위의 레지던시는 기본적으로 신진작가 발굴과 그들이 예술계에서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예술가들과 예술계의 

전문가들을 연결시키는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라익스 아카데미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이론가, 그 외 전문가들이 작가 개인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작가들이 예술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익스 아카데미와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은 작업에 여러분야의 기술고문을 

두어 입주작가들의 작업을 돕는다. 기술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학술 워크숍을 통해 입주작가들이 이론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위의 기관이 예술가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의 참여나 협업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글로벌한 일반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중요 시 여긴다. 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의 작품을 

관람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주작가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관한 과정을 출판물로 만들어 보관하는 작업을 행한다.

지역성이나 역사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입주작가들이 작업을 하도록 유도한다기 보다는 

제한된 양식이나 주제 없이 열린 방식으로 그들의 작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외 유럽 지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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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태 조사

산양리 현황

도내 복합창작공간 현황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개요 및 주요내용

수요자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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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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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리는 제주시 한경면에 속해있는 행정리이다. 1953년 이전까지 청수리에 속해 

있었으나  1953년 이후 한림면이 한립읍과 한경면으로 분리될 때, 청수리에 속해 있던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을 독립시켜 산양리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룡동은 맑은 물에 용이 살가다 승천하였다하여 마을이름이 유래되었고, 연화동은 

여뀌라는 풀이 자라서 여뀌못이라 부르던 연못에 연꽃이 많이 자생하여 명명하게 

되었으며, 월광동은 처음에 화전동으로 부르다가 4.3 이후에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연화못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신오름과 산양 

곶자왈, 난대림 숲이 주변을 이루고 있다. 1967년 항공사진을 보면 1950년대 개교한 

산양초등학교가 뚜렷하게 보이며 그 주변으로 초가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 보인다.

산양리 마을의 역사와 현황 3)
지역 실태 조사  >  산양리 현황 

3) 「산양초 창작공간 만들기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1919년 산양리 마을 지도 1967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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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리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큰 변화 없이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산양리를 관통하는 도로 현황과 지적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도로의 폭이 

확장되었을 뿐 마을의 규모와 분포 등의 구성은 거의 유사하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산양리 마을은 과거의 풍경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창작공간으로 조성하기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진다.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과 폐교 부지를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의 결합을 통해 지역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산양리 마을 약 6㎞ 거리에는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 위치하며, 3.5㎞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4.5㎞에 영어도시, 7㎞ 거리에 신화역사공원이 있어 향후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시에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위치에 있다.

산양리 마을의 도로 현황 산양리 마을의 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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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양초등학교는 한경면 산양리와 조수리 신성동 마을 주민들에 의해 1958년 4월 

6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19일 개교하였다. 이후 산양리 연화동 338

번지에 전체면적 3,151평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점차 줄면서 지역 아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1994년 3월 1일 고산초등학교 산양분교장으로 격하되게 된다. 

이어 1995년 3월 1일 산양분교장은 고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에 이른다. 

폐교 당시 학생 수는 총 48명이었다. 산양초등학교는 32회 졸업생까지 연인원 877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

(구)산양초등학교는 폐교되었으나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 부지는 계속 남아 

있었다. 2개의 교육동과 5개의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대지면적 총 12,782㎡(3,836평), 

건축면적은 809.19㎡(244평)으로 뚜렷한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 주변으로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수목들과 학교 부지는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채 잘 유지되어 왔다. 

제주도내 폐교는 총 24곳(2017년 1월 기준)으로, 제주 시내 총 8곳, 서귀포 시내 18

곳이다. 폐교 시기가 대부분 1990년대 집중되어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며, 폐교 

이후 저장 창고 등 농산물 관련용도 혹은 농촌체험시설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산양초등학교의 역사와 현재
지역 실태 조사  >  산양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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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고산초등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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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예술과 시설

4) 이장희, 「제주의 창작공간과 장소 특정적 미술–장소특정적 미술에서 공동체 특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7, pp.122-3
5) 이장희, 「제주의 창작공간과 장소 특정적 미술–장소특정적 미술에서 공동체 특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7, pp.124-7
6) 문순덕 외,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2017, pp.11-21

지역 실태 조사  >  도내 복합창작공간 현황

과거 제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은 ‘향토문화진흥’이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왔으나 이후에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이라는 틀 아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제주의 

발전을 꾀하여왔다. 이러한 맥락 하에 2010년 이후 제주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방향 하에 창작활동의 거점이 되는 예술공간을 조성해오고 있다. 

몇 년 사이에 제주 전역에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겨났으며 이와 함께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이주예술인의 유입과 정부의 정책 덕분이었다. 4)

2017년 기준 제주문예연감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내 전시시실은 

박물관 62개, 미술관은 19개로 총 81개이며 전국에서 많은 전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 47%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이 6개, 사립미술관이 13개로 집계된다. 이처럼 통계적 

수치를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넘침 현상을 보여준다. 5)

제주의 창작공간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대안공간 보다는 정부의 

차원에 힘입어 조성된 창작공간이 대부분이다. 이는 제주의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다.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근대화가 육지부에 비해 늦었으며 자본의 개입이 

적었다. 그 결과 제주는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한 소외현상이나 극심한 빈부 차이와 

같은 부작용이 적었다. 반면에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부터 오는 문화적 체험 

환경 덕분에 현대문명의 병폐와 같은 제도 비판을 내세운 미술 활동보다는 예술가들이 

자연환경을 흡수하며 창작활동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6)



3장. 제주지역 현황분석 65 

정부의 창작공간 조성 정책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창작지원과 지역재생의 의미 모두를 추구해왔다. 첫 번째로는 폐교 

활용 창작공간 지원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 창작 스튜디오 활용 창작공간 

지원정책이 행해졌고 그 이후 유휴공간 활용 창작공간 지원정책이 행해졌다. 유휴공간 

활용은 2008년 이후 창조도시 및 지역재생의 구도 속에서 단기간에 확산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시도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작공간이 도시재생, 지역문화 진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다음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정책이 행해졌는데, 이 지원정책은 직접적으로 창작공간 조성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마중물사업으로서 창작공간 조성이 

추진되었다.

이 같은 정책의 흐름 아래 제주 역시 유휴공간 사용과 도시재생에 초점을 두어 

창작공간이 생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빈집 프로젝트 사업으로 방치된 빈 집과 빈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문화예술 

공유기회를 제공하였다. 

제주도의 복합창작공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 하에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사업을 확인함으로써 도내 복합창작공간의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제주도 복합창작공간 현황
지역 실태 조사  >  도내 복합창작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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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간 지원사업

◆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년도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안문화공간 지원사업

2017년

간드락소극장, 문화공간양,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세이레아트센터, 아트세닉, 
재주도좋아

—

2018년
재주도좋아, 섬아트문화연구소,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꿈꾸는 고물상, 문화공간 양

시옷서점,  밝은방, 썬앤북스, 골드트리, 
달리도서관, 카페소리,
황우럭만화천국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 
담화헌 스튜디오, 퐁낭아래귤림

주식회사콘텐츠그룹재주상회, 
피스 아일랜드, 쿰자살롱, 오줌폭탄, 금요일의 
아침조금, 플레이스꽃섬, 돈키호테 북스, 
페이퍼컴퍼니, 골드트리, 밤수지맨드라미, 
달리도서관  

년도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2010년 문화도시공동체, 모던아츠, 강승철, 이가영, 제주문화포럼

2011년 담화헌스튜디오, 모던아츠, 한국작가회의제두도지회, 가시리창작지원센터예술인회

2012년 담화헌스튜디오, 아트창고, 가시리창작지원센터, 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가

2013년 가시리창작지원센터, 아트창고, 문화공간 양, 문화도시공동체쿠키

＊ 2017년 총 6개 사업자 지원에서 2018년 총 12개, 2019년 총 14개로 점점 지원 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년 간 총 17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창작공간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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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주대학교병원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제주시에서는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폐업한 

빈 점포를 문화예술인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빈 점포 임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그릇이야기 최작’, ‘쿰자살롱’, ‘가마앤조이’, ‘제라진’, 

‘바농그림’, ‘숨(suum ward rove)’, ‘아트세닉’, ‘간드락’, ‘몬딱도드라’, ‘요보록소보록’, 

‘화기엄마’, ‘제마앤주마’, ‘이미지스토리’, ‘사진이야기’, ‘전통조각보’, 

‘올래살래미디어랩’이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3년 간 입주자격을 주고 

그간의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7)

공공기관 창작스튜디오로는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이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으로는 예술공간 이아가 

있다. 또한 제주시 우도면에서 운영하는 우도생활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가 있다. 

민간의 창작공간으로는 ‘문화공간 양’, ‘서귀포문화빳데리충전소’가 있다.

제주도 내 폐교를 활용한 공간으로는 ‘김영갑갤러리 두모악’과 ‘제주자연사랑 갤러리’

가 있다.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은 1964년에 개교한 신산초등학교 삼달분교가 

1998년 폐교한 후 공간을 재사용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사진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자연사랑 갤러리’는 1946년 개교한 가시초등학교가 2001년 

폐교한 후 2004년 제주 사진작가 서재철, 배영희 부부가 갤러리로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제주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사진에 담아 전시하는 가시리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다. 8)

7) 이장희, 「제주의 창작공간과 장소 특정적 미술–장소특정적 미술에서 공동체 특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7, pp.34-36
8) 「산양초 창작공간 만들기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17, pp.39-40



68 

빈집 프로젝트 사업은 읍·면지역의 낡고 비어있는 공간을 재활용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개소 씩 5년 간 5개소의 창작공간이 지원되었다. 지원사항으로는 창작공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후 5년 동안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운영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동안 ‘아트창고(2011)’, ‘공연창작스튜디오페이스(2012)’, ‘JEJU ART 

PROJECT(2013)’,  ‘재주도좋아(2013)’, ‘아테우리(2014)’가 선정되었다. 

제주도 복합창작공간 사례
지역 실태 조사  >  도내 복합창작공간 현황

[ 빈집 프로젝트 ]

9) 문순덕 등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2017,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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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창고’는 삼달리에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종료되어(2011~2014), 동일한 이름으로 

덕천리(구좌읍)에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며(2015~2016), 

‘JEJU ART PROJECT’와 ‘아테우리’는 빈 창고를 운영할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외 창작공간은 운영자(대표 

및 기획자)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영되었다. 9)

‘재주도좋아’는 2011년 봄 ‘제주한수풀해녀학교’에서 만난 3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녀학교를 다니며 제주바다의 환경 문제를 직면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들을 예술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치코밍 활동으로 바다 위를 

부유하다 해안선과 조류의 방향을 따라 해변에 표류된 물건을 줍는다. 비치코머로서 

‘재주도좋아’는 해안 침식, 투기와 오염 등의 감시 역할까지 하며 바다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주도좋아’는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애월읍 봉성리에 창작공간 ‘반짝반짝 지구상회’

를 열었다. 봉성리의 사용하지 않는 감귤선과장을 한림의 버려진 문짝, 애월 고택의 

마루, 협재의 바다나무 등을 이용해 공간을 구성했다. ‘반짝반짝 지구상회’는 전시 

공간과 공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공간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간 동안 ‘미리만나 워크숍’, ‘일주일 바다 레지던시’, ‘비치코밍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비치코밍 캠페인, 예술가의 프로젝트 구상, 

입주기간 전 작업계획서 제출이 행해지고 ‘일주일 바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 자유 창작 기간을 가지며 반짝반짝 지구상회 전시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는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 영상제를 하고 입주작가 전시와 참여 평론가 및 작가 

대화가 이루어진다. 

공간 전시

사진 출처: 기관제공



70 

문화공간 양은 2013년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자 조부모들이 살던 제주의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 작업공간, 거주공간 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탄생된 곳이다. 작가, 비평가, 기획자를 대상으로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 신진작가 위한 

전시 지원,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다양한 강좌, 토론회,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공동체와 예술계의 협업을 중요시 한다.

[ 문화공간양 ] 

전경

전경

세미나 

전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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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역사를 간직한 거로마을에 자리한 문화공간 양은 마을의 역사와 전통의 모습을 

담아낸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많은 동네로 알려진 거로마을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였지만, 현재 화북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개발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연삼로가 

들어서면서 윗거로와 아랫거로로 나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제주 유일의 

공업단지가 있고, 이도지구와 삼화지구라는 대규모 개발단지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주 전통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같은 독특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실험적인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주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역사를 잃어가는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과 역사를 돌아보고 재해석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1950년대 지어진 전시공간은 제주 전통가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독특한 구조가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시집 초판본, 옛날 지도, 고가구 등이 전시되어 

있어 이 집에 살았던 분들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작가들과 

이론가들이 생활하면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 

제주도 최초로 대안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문화공간 양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서귀포 바닷가 또는 중산간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 달리 화북공업단지 거로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미술계의 

주요 담론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출판한다. 

문화공간 양에서는 작가, 기획자, 비평가를 대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 기획자 비평가들을 위한 지역 이해, 지역 

주민들과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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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간 이아는 제주도 내 규모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간의 장소성과 

공공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시, 레지던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시각작가의 국제교류 및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에 중심을 두며 주민 

연계프로그램 및 주민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 간 소통 강화에 힘쓴다. 

[ 예술공간 이아 ] 

작업실 

전경

전시

커뮤니티공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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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간 이아는 조선시대 제주목 ‘이아’가 있던 곳이다. 일제를 거치며 자혜의원이 

세워졌고, 광복 후에도 도립병원, 제주의료원, 제주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이어졌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자리를 옮긴 후,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예술공간 이아가 

시작되었다.

면, 입체, 영상, 설치 등 시각예술 전반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와 아트랩, 다양한 문화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창의교육실과 연습실,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갖춰진 예술자료실, 편안한 작업실 같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창작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습실, 창의교육실, 아트랩을 예술가 및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술공간 이아에서는 2017년~2018년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국내작가는 1년, 국외작가는 3개월 동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다. 입주작가들은 프리뷰 전시, 결과보고 전시, 협력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아에서 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으로 입주작가들이 예술강사로서 목공수업, 

퍼포먼스 워크숍, 사진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사진 출처: 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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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거리와 매일올레시장 입구 사이, 예술과 복작복작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인 서귀포 지역에 있다. 이곳에서는 음악, 무용, 연극, 퍼포먼스, 마임, 미디어, 마술, 

문학, 라이브 페인팅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회화, 조각, 공예, 영상, 사진, 설치미술 등의 

시각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연, 실험적인 전시가 이곳의 

특징이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아지트로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창조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창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20억원을 지원받아 

‘목축문화박물관’, ‘가시리문화센터’, ‘예술인 창작지원센터’를 건립하였다. 이곳에서는 

작업실 4동과 공동 취사시설 1동, 목공 작업장 1동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을 제공하였다. 입주작가는 지역 주민들을 소재로 하는 작업과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시하며, 레지던시 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현재는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14년 8월에 활동을 시작하여,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워크숍, 포럼, 파티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커뮤니티 파티 프로그램으로 

문화활동가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프로젝트 정보 공유, 커뮤니티 원칙 공감, 차후 

자발적인 창작 활동 유도를 위한 네트워크 실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기브앤테이크 워크숍’도 함께 운영했다. 현재는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서귀포 문화빳데리충전소 ]

[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

[ 아트세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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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공간, 문화공간 양, 예술공간 이아 모두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창작공간이다. 빈집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주도좋아는 사용하지 않는 

감귤선과장에서, 문화공간 양은 오래된 가옥에서, 예술공간 이아는 의료건물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유휴공간 활용은 공간과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따라서 각 공간은 독특한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의 연계로 각 공간의 개성을 더욱 두드러지게끔 한다. 이로써 이들은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효과까지 거두어들이고 있다. 

문화공간 양은 전시뿐만 아니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입주작가들의 

작업 활동을 지원한다. 입주작가들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작품을 만들고 지역의 

장소성과 어우러진 작업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주도좋아와 아트세닉 역시 

과거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민간의 창작공간의 

레지던시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생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기 보다는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방침이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공간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예술공간 이아 같은 경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어 가장 규모 있고 지속적인 예술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 복합창작공간 사례 분석
지역 실태 조사  >  도내 복합창작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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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심층인터뷰는 도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와 타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1회 진행

•도내 예술분야 종사자 인터뷰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예술가(시각,다원 등), 기획자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합창작공간의 역할, 예술곶 산양의 운영  

   방향, 레지던시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추진 방향, 작가 지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주제로 논의함

•타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운영 담당자 인터뷰의 경우 타 지역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합창작공간의 역할, 조직, 

   예산, 시설 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하여 논의함

대상 도내 예술분야 종사자 타 시도 광역문화재단 창작공간 운영 담당자

일자 2019년 12월 5일 2019년 12월 27일

주요
내용

· 복합창작공간의 역할 
· 예술곶 산양의 운영방향
· 레지던시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추진 방향 
· 작가 지원

· 복합창작공간의 역할
· 조직, 예산, 시설 관리
· 레지던시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추진 방향

관계자 인터뷰 개요 및 주요내용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관계자 심층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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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야 성명 / 소속 및 직위

도내 예술분야 종사자

기획

김명수 주)이다 대표

김연수 문화공간 양 기획자

이나연 씨위드 편집장

민경언 드라마 코지 대표

시각

문창배 회화작가

오미경 이중섭미술관 입주작가

오민수 회화작가

이경은 前 제주현대미술관장

다원 이승수 조각가

타 시도 광역문화재단 
창작공간 운영 담당자

이상언 다원예술가

권수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김진호 서울금천예술공장

박현종 대구가창창작스튜디오

오혜미 인천아트플랫폼

◆ 관계자 심층 인터뷰 참가자 명단

◆ 관계자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1. 공간 운영 안정화

•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공간 소유권 및 대부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화
• 공간 중기 미션 비전 수립을 통한 정체성 확립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 검토

폐교를 활용할 때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우선이다 하더라도 결국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재단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간 운영에 예기치 않는 문제로 발생 할 수 있음 

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이 개관을 하면 예술가, 지역 주민, 행정기관 등에서 많은 요구가 쏟아지므로 
이러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간의 정체성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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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운영 조직

• 예술감독, 큐레이터 등 공간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 시급
• 공간 운영 담당자의 최소 근무 연한 보장으로 공간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입주작가 24시간 거주 공간으로 야간 경비 용역 실시 등 안전 관리 철저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 개관 전 전문인력이 미리 배치가 되어서 
연구진과 개관부터 개관 이후의 방향설정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진의 연구방향 설계 이후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구결과와 전문인력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  

전문인력 임기에 따라 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음 
전문인력이 그리는 방향대로 공간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 

입주작가가 먼저 선정되기 이전에 전문인력 채용이 선행되어야 함 
프로그램 없는 창작공간은 의미가 없음 

재단 공간 운영 담당자의 잦은 변경은 공간 운영 방향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입주작가, 지역 주민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최소 근무기간 보장 필요        

창작공간 운영에 있어 지원 방식이 다양화 되고 작가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륜 있는 
직원들이 핸들링을 해야 유연하게 돌아갈 것  

대부분의 창작공간은 작가가 24시간 거주하여 항상 안전 문제가 야기되므로 야간 경비 용역 등 검토   

3. 지역연계 프로그램

• 입주작가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거나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한 기획이 필요
• 지리적, 지역 주민의 특성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 주민을 단순히 향유자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주민이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생산해내는 주체자로서의 접근 필요

예술곶 산양의 경우 시내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역의 특성상 
농한기가 없어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공간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나가는 것이 중요, 공간을 예술중심으로 갈 것인지 
커뮤니티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입주작가와 지역 주민 간의 소소하지만 서로 부담에 되지 않는 소통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이 지역에 
있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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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지던시 운영

• 예술곶 산양 맞춤형 레지던시 운영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 필요 
• 넥스트 레지던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입주작가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 도내 창작공간의 플랫폼 역할 시도
• 지역작가의 참여를 통해 예술곶 산양의 관심 유도

예술가가 활동하는 형태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다양하므로 3개월~5개월 정도 단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곶 산양에 적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안)을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임 

공간 지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정 필요

대부분의 창작공간 입주기간이 1년 내외인데, 제주의 경우 지역의 특성 상 입소, 퇴소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지역을 이해하고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작업성과, 활용도 
등)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국외예술가의 경우 비자문제로 최대 3개월까지 체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모색 

창작공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이 어떠한 분위기를 내느냐는 
것은 입주작가들의 손에 달림, 제주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은 요양 내지 휴양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의 주력 사업, 또는 특정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레지던시 운영을 기획형과 자유형으로 구분, 자유형의 경우 창작활동 계획서 제출 시 창작활동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지역연계, 결과발표 등을 입주기간 동안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열어두고, 기획형의 경우 운영진이 꼼꼼히 설계한 프로그램에 예술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두 
가지 형태의 성과를 비교해보는 등 실험적인 운영 필요

기존 레지던시 형태의 방식은 고루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음. 단순히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창작공간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술곶 산양의 경우 지리적 특성 상 시내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작가의 경우 자칫 소외감이 들 
수 있으므로 입주작가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필요

기존의 재단 지원을 통해 조성, 운영되던 민간 창작공간이 마을주민과의 관계, 예산의 문제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곳이 많음. 예술곶 산양 공간, 예술가 교류 등을 통해 도내 창작공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지역 내 타 창작공간 또는 지역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지역작가와 입주작가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지역작가들에게도 예술곶 산양의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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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지역 주민 간담회는 예술곶 산양가 위치한 산양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2회 진행함
    (2019.7.18. / 12.4.)

•산양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간 조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간 운영 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간담회 주요내용

[ 지역 주민 간담회 ]

구    분 내     용

조성관련

˙공사 개요, 기간, 조감도 등 공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학교 후문에 위치한 공덕비, 연자방아를 공간 내 잘 보일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위치 이동 
˙학교 지대가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지형으로 학교 건립 당시 정비했으나 
  현재도 기울어진 상태로 남쪽에 위한 가옥이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공정 필요

※ 위 조성 관련 요청사항은 재단 측에서 조성 과정에 모두 반영하였음

운영관련
˙공간 활용 시 캠핑, 결혼식,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람 
˙마을의 기록, 기억을 지속해서 아카이브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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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개요

•본 조사는 예술곶 산양 개관 이후 운영 될 주된 프로그램인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됨

•본 조사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향 설정을 위하여 예술가와, 지역연계 

   프로그램 방향 설정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2Track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향 설정
˙지역연계 프로그램 방향 설정

조사대상
˙제주 및 제주 외 지역 예술가
˙제주도민(도외 참가자는 분석 결과 제외)

응답자 수(표본 수) ˙예술가 126명 ˙도민 258명

표본추출법 ˙관계자 전수 접촉 후 유효표본 추출

조사기간 ˙2019.12.23.(월)~12.27.(금) ※ 총 5일간 

조사방법 ˙온라인 서베이 툴(서베이몽키)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

조사내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실태
˙예술곶 산양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설문설계 및 설문분석 ˙김봉신 연구원 (주)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 부본부장

예술곶 산양 운영방향 설계를 위한 
수요자 설문조사

수요자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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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여론조사 분석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경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내역

레지던시 프로그램 적정 입주기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적정 1일 최소 체류시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내 희망 부속시설

입주 예술가 대상 가장 필요한 지원

예술가 창찾활동에 가장 도움 되는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참여 의향

산양창작센터에 적합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산양창작센터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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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론조사 분석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

문화공간 이용 요일

문화공간 이용 시간대

문화공간 이용 시 동반 인원

제주 내 문화공간 정보 접촉 경로

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주체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목적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시 중요 기준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시 어려움

참여 희망 문화예술프로그램

산양창작센터 지역연계 프로그램 적합 참여 대상

산양창작센터 운영 희망 프로그램 형태

산양창작센터 운영 희망 콘텐츠

문화공간 활성화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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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9년 9월 재단의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 심화하여 향후 사업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사업 특성, 조직 내 역량 및 현안 등을 고려하여 재단 

내부구성원 대상의 심층인터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제주도민과 전문가 

등 내외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등 다각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차별점, 현재 제주도 내 문화예술 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이슈, 제주도 내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수행해야하는 역할 등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설문조사 개요

10)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 전략 연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19

제주문화예술재단 중기 추진 전략 연구 10)
수요자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대상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기간 2019년 9월 1일 – 9월 11일(주말/공휴일 포함 총 11일)

방법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 연구>에 적합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과업의 주요 지점들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조적으로 배치한 설문지 구성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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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부문항

PART 1.
제주도의 
삶과 문화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

제주도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항목별 만족도

문화생활 영향력 정도

제주도
문화여건

문화활동 참여 빈도

선호하는 문화활동 유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기대

문화활동 정보 인지 경로

문화활동 동반자

문화적 성장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

PART 2.
제주 문화기반시설

제주도
문화기반시설

제주도 내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문화 기반시설별 이용도 및 호감도

문화 기반시설 확대 방안별 중요도

PART 3.
제주문화예술
재단활동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지도 및 참여활동

제주문화재단 인지도

제주문화재단 활동 참여 경험

활동별 만족도

재단에 새롭게 추가되길 바라는 사업

PART 4.
제주문화예술재단
역할

제주문화예술재단 
역할 및 지원방안

문화발전을 위한 역할별 중요도

문화 활동 항목별 필요도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별 중요도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항목별 필요도

문화자치 확대 방안별 중요도

미래문화 준비 방안별 중요도

균형적 문화발전을 위한 항목별 필요도

제주도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 3가지

재단에 대한 기대 및 의견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거주기간, 거주지역, 직업, 
문화예술/전공관련 종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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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분석 

제주도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평점 5.62점(7점 만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주환경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 ‘문화 활동 및 인프라’(3.79

점)에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나 제주도 내 문화콘텐츠,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의 문화적 성장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에 있어서도 ‘(문화인프라)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가 평점 6.34점으로 가장 높아, 문화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기존 제주도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0.6%,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4%로 나타난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공 프로그램에 

불만족’ 53.0%, ‘제주도 내에 문화시설 수 적음’이 41.8%로 나타나, 이용자의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시설 수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버려져 있는 공간 문화시설로 활용’

이 평점 6.16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인프라의 

균형적 분포를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이 평점 5.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내 버려져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가지고 문화시설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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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새롭게 추가되기를 원하는 사업 제안에 대한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안이 제시되었다.

•타 지역(국외포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필요

•연 1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번갈아 가며 다양한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 기획 필요

•한 장소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거점 필요

•예술인들이 한 달여 간 거주하며 집중해서 창작할 수 있는 창작공간 사업 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역할 중 앞으로 기대하는 바에 대한 제안의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안이 
제시되었다.

•제주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역 특수성과 실험성이 공존하는 

   문화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현재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 필요

•각 지역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예술 전공자와 

   협업, 연결의 장 마련 필요

•중장기적인 안정감 있는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소외된 지역에도 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활동가, 장소 등에 대한 

   지원 필요

•문화 프로그램의 퀄리티 향상과 새로운 공간 발굴 작업 필요

위의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민으로서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나 문화활동 및 

인프라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화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버려져 

있는 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시설 설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중장기적 프로그램 추진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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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지침 구축

공간 운영방향

공간 운영지침 

중장기 정책제언

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기관 네트워크 구축

공간 명칭 선정 및 CI 개발

공간 명칭 선정 과정

CI 개발 과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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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곶 산양 
운영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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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곶 산양은 동시대 시각예술의 전 방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중장기적 

계획과 전문 인력 배치, 적절한 예산이 수반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창작공간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동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인지도가 있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활동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배치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내부 운영지침을 세우는 

것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과 

자세한 규정이 요구된다. 

공간 운영방향
공간 운영지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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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영방향

입주작가 창작환경 지원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창작형 레지던시

대상 
회화, 미디어, 조형, 설치미술 등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예술가 또는 그룹 및 기획자, 평론가 등 입주작가 선정

입주기간
국내 예술가(6개월/1년)
국외 예술가(3개월/추후 협약단체를 통해 6개월까지 연장가능)

지원내용 창작공간 제공, 홍보·출판·발표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국제교류

◆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확장
· 국외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작가교환 프로그램 추진
· 국내 파견 작가 입주·창작·생활 지원
· 국제포럼 개최

기획전시

◆ 공간 운영 성과 보고
· 오픈스튜디오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 보고 전시
· 도내 인큐베이팅 참여 작가 주제 기획전

지역연계 프로그램

◆ 지역 주민 대상 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입주작가/지역 주민 연계 예술 프로젝트 추진
· 지역 주민 니즈를 반영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

◆ 예술적 가치를 더한 지역 축제 기획·운영 (봄소풍, 가을 운동회 등)

아카이브 및 홍보
◆ 홈페이지 오픈 등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기반 조성
◆ 공간의 브랜딩 전략 수립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 예술공간 사업 기본 계획안」을 참조하여  

본 연구진이 연구한 연구결과 공간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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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획자 제도 운영 활성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프로모션하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전문가 배치는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근간 제주도내의 

운영공간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전문인력 배치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민간단체의 지속 가능한 부분은 전문성을 겸비하고 창작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기에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확인된다.

도내 인프라의 부족함은 문화예술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에 문화이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안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시대의 변화와 급변하는 예술지형에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 일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구축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술감독을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컨텐츠 운영 유경험자를 초대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다.

˙도내 전문인력들의 풀을 이용하여 자문기구 운영 또는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협력하는 
    방식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진 기획자 양성을 통해 제주의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에도  중요한 요소임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제주를 떠나는 젊은 기획자 혹은 예술가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는 것이다.

˙특히 재단의 다양한 사업 중 청년, 기획자 양성 사업 등을 산양 창작공간과 네트워킹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 릴 수 있을 것이다.

공간 운영지침
공간 운영지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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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입주작가 창작여건에 
지원을 한다. 

· 지역공동체 연구 프로그램 (리서치, 아카이브 전시 도는 구술 작업)
· 국외기관 교환프로그램 지원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콜렉티브 방식의 전시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창작공간 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제도적 방안

창작공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최소한 3년 이상 활동해야 공간의 

방향성과 지역 주민들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전문가와 유 경험 기관들과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 내 지원육성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창작공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특히 창작공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예산 집행 방법을 

유연한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규나 지침이 반드시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예술곶 산양 입주작가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작과 소통에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근 국내 창작공간의 지원프로그램들이 사라져가면서 

공간의 인지도나 작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컨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난지글쓰기 워크숍’처럼 창작공간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과의 소통

산양의 경우 주변 상권이나 제주 시내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도민들의 접근이 제주도 유명 

관광지의 이동경로에 인접해 있지 않으며 산양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특별함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제주국제영어마을과 저리지의 미술관, 문화공간들과의 

연결지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영어마을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욕구는 이주자들이 

다수임으로 매우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맞는 프로그램 연동이 필요할 

것이며 그들의 제주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제주문화 관련 프로그램 등이 배치되면 

효과적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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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리 예술인마을의 경우 공공미술관 2곳(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과 같이 

전문적인 기관이 있고 제주현대미술관 경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미술관이 조성되어 있고 향후 더욱 활성화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관광객 

혹은 지역민들의 문화 다양성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창작공간의 특별함을 다 각도의 소통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의 지속화 방안 마련

최근 제주의 창작공간 사례를 보면 빈집 프로젝트 사업이나 빈 점포 임대 프로젝트 

사업은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는 초기 단계에 해당되며 5년이라는 지원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이 공간 운영자들이 지정된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창작공간 입주작가들은 자신들이 그 공간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개별 단체의 자립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고 최초 지원 시 장기적 비전을 보고 지원해야한다. 현재 대부분의 

제주의 창작공간은 5년을 기점으로 문을 닫거나 용도가 변경되어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은 더욱 면밀히 준비 되었어야 했다. 이번 예술곶 

산양 조성은 앞서 진행된 많은 사례들의 과오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 점포 임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단순히 임대료만 지원해주면 예술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부산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같은 경우 

운영지원센터를 구성, 센터장 외 지원팀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입주작가 및 단체 

관리를 통해 운영됨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전국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인력 배치 방법도 전문예술단체에게 공모를 통해  위탁 방식을 

채택하여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수반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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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시 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 운영

일반적으로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술가의 연령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도 있으므로, 제주지역에 있는 창작공간(창작센터 포함)들이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한다. 특히 시내 중심에서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예술곶 

산양은 도내 작가의 지원과 활용이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왕래가 편할수록 공간의 활용도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장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동반될 시 공간의 인지도 및 활용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지역작가들의 입주 유도 보다는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지역작가들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작공간 운영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창작공간은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야 한다. 예술가는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커뮤니티공간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이 가능하다. 공공성을 띤 예술창작공간이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입주작가들과 행정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시각예술의 전문가가 코디네이터를 비롯하여 

큐레이터가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요 기관을 보면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작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긴 곳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사라지거나 운영자체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곳이 나타난다.

반드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장기적 비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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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곶 산양이 운영됨에 있어서 지역형 창작공간으로 자리 할 것인지, 작가 

창작중심으로 제주도가 예술가들의 성지가 되도록 할 것인지 다각도의 고민과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최초 공간 가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플랜과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 순서이나 여건상 전문가 구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사례들을 

복합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가동하면 결국에는 정체성 없는 공간으로 무주지적인 현상이 

도래 할 수 있다. 추후 세심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명확한 방향이 설정 되는 것이 제주의 

명품이자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요람이 될 것이다.

˙운영위원회 구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험을 통해 의결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

˙무형적인 예술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임으로 반드시 공간 입주 내규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설 관리에 있어서 소모품과 유지보수 해야 할 많은 장치들에 대한 사용 매뉴얼도 
    구축 되어야 한다.

˙작가들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내규가 구축되어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 등 도내 이동방법에 대한 규정과 특히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여건이 
    매우 불편함으로 자전거 등 근거리 이동에 필요한 장치가 필요하겠다.

˙작가숙소 등 외부인 투숙 및 스튜디오 사용 매뉴얼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입주작가들이 입주한 주거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예술이 생활에 스며들고, 
    그 결과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선 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문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예술곶 산양의 운영내규

창작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운영내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재단 

내의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전문 인력의 배치는 중요한 요소 이며 

또한 예술가들의 입주와 퇴소,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창작공간만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체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혼돈이 없도록 운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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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독립성 확보
중장기 정책제언

세계 유수의 창작공간은 독립된 기관으로 예산 확보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방법의 예산 확보는 기관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특정 출연기관의 

목소리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은 불가능 하겠지만 

향후 10년을 보고 3년, 5년, 그리고 10년 후의 청사진을 그려야한다. 이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그리고 출연 방법에 대한 모색이 동시에 수반 되어야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실례로 대만의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경우 타이페이문화재단에서 매년 일정 

예산을 지원하되 운영에 대해선 일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인 레지던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예술곶 산양 실태에 맞는 연구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논의(교육청으로 부터의 임대 기간 중장기적으로 연장 혹은 이관)

˙중장기 계획을 위한 별도 용역 실시 또는 제도마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단법인 혹은 자체 운영기구 확립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도의 행정 참여를 위한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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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공간에서 교육기관으로

레지던시의 기본개념은 거주와 이동이다. 그러나 예술가들 움직임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했을 때 소모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작공간은 미술전시장에서 

보여주는 결과물에 대한 향유가 아니라 창작의 산실인 과정을 공유하는 장치인 것이다. 

◆ 국내외 네트워크 특성화와 병행하여 주요기관과의 관계구성  

이를 위해 국내외 협약체결, 융·복합 종합예술 지향,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융·복합 종합예술의 크로스-장르적인 성향들을 드러내는 건축, 디자인,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통해 현대미술에서 제기 되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담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아시아권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고찰하고, 이것이 

현대·동시대 미술과 맺고 있는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주요기관 네트워크의 구축(중장기)
중장기 정책제언

˙국제 교환입주기관 3년, 5년, 10년의 중장기 계획 아래 추진

˙국제 레지던시협회(ResArtis) 총회 및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ACC) 참석 

˙광주, 부산, 서울, 제주 비엔날레와 협의 통해 국내 방문 국외 미술관계자, 
    취재진 레지던시 방문 활성화 

˙레지던시 작가의 국외기간 스크리닝 프로그램 참여

◆ 전문기관을 이용한 연계

레지던시가 국제적 수준의 작가 양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이용한 연계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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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들 중 레지던시 운영 기관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미국 하와이, 러시아 사할린, 중국 하이난, 포르투칼 마데이라, 
    일본 아오모리, 대만 타이페이, 호주 태즈매니아, 베트남 키엔장성 등 실현 가능한 기관들과
    우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겠다.

˙가능한 민간단체보다는 국공립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이 중장기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이고 예산의 구조 또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공간의 1차적 개념에서 발전된 교육기관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작가 

재교육, 예비작가 교육, 그리고 지역민의 평생 문화대학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가까이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Bankart 1929’ 같은 경우 ‘매일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를 삶 속에 접목 시키는 소소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녹아나면서 전 지구화에 대응하는 글로컬의 

개념인 것이다.

◆ 지역 대학 및 중 � 고등학교와 협력관계유지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의 강의를 현장학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인큐베이터, 지역 청년작가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관 및 작가 아카이브, 시민대학, 지역 주민 외 도민들의 생활 

문화 야학을 개설하여 시민사회와 호흡하는 교육정책 구축을 들 수 있다. 

◆ 국내외 유수 교육적 레지던시 네트워크 구축

세계 유수 기관인 라익스 아카데미(네델란드), ZKM(독일), Bankaer 1929(일본)

의 레지던시 기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 지구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쉽 운영은 후발 주자로서 시간의 간극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능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이는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수월함으로 인해 제주도내 작가들의 국외진출이 현실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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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명칭 선정 과정

◆ 공간 명칭 공모 개요  

◆ 공간 명칭 선정 개요  

공간 명칭 선정 및 CI 개발

응모기간 2019.10.28.(월)~11.18.(월)  ※ 총 22일 간

응모대상 제주도민

응모방법 명칭 공모 신청 양식에 맞추어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지역(산양리)주민 산양리사무소 접수

접수결과 총 33건

선정위원회 구성
산양리주민, 문학박사, 운영방향 설계 연구원,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                         
운영기관(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등 7인으로 구성 

심사항목 이해용이성, 상징성, 독창성

심사대상 접수 건 총 33건 중 32건 ※ 1건은 상표 기등록 건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절차
선정위원
 공간 답사

➡ 접수 건 채점 ➡ 심층논의 ➡ 최종선정

최우수작 산양문화예술곶

우수작 프로젝트 산양 PROJECT ‘SANYANG’

장려작

새신아트센터

산양아트플레이그라운드 SANYANG ART PLAYGROUND

산양 문화사랑(ᄉᆞ랑)

선정결과 제안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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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명칭 확정 개요

확정위원회 구성
산양리주민, 예술가, 문학박사,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기관(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등 7인으로 구성

확정방법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논의를 통해 확정

확정결과
[ 국문명 ] 예술곶 산양

[ 영문명 ] ART LAB. SANYANG (아트랩 산양)

확정사유
· ‘산양’의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선정
· 예술곶 산양은 ‘곶’의 상징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 영문명의 경우는 ‘곶’의 상징성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단어로 선정

※ ‘곶’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예
· ‘곶’은 숲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듯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의 숲을 이룹니다.
· ‘곶’은 ‘꽃’입니다. 예술의 꽃이 피어나는 곳, 바로 산양입니다.
· ‘곶’은 ‘곳’입니다. 예술이 자라는 장소, 예술이 태어나는 장소, 바로 산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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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rporate Identity) 개발 과정
공간 명칭 선정 및 CI 개발

◆ CI(Corporate Identity) 개발개요  

개발기간 2019.11.25.(월)~12.31.(화) ※총 37일간

개발방법 디자인 전문 연구원 위촉을 통한 연구개발

개발연구 오도영 연구원 (오도오도스튜디오 대표)

연구프로세스

자료 제공
재단 및 운영방향 설계 
연구진, 아카이브
용역사 자료 제공

➡

디자인 연구
연구원 
디자인 연구 ➡

시안 회의
• 재단-연구원 시안 1차 회의
• 도, 마을 관계자 시안 2차 회의 ➡

개발 완료
최종 CI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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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업

공간의 역사성, 개관 이후 공간 운영 방향성, 공간 명칭의 의미를 담은 심볼마크, 로고 타입, 시그니처, 
컬러체계 등의 CI 개발

세부과업내용

CI 개발 컨셉
• 정의 : 전체적인 CI 제작 방향
• 결과물 : CI 개발 스토리

심볼마크
• 정의 : 공간의 미션, 비전 등을 상징화한 기호 
• 결과물 : ① 심볼 ② 심볼 안에 내포된 의미, 상징성 등

로고타입
• 정의 : 공식적인 공간명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
• 결과물 : ① 국문로고 ② 영문로고 ③ 로고 안에 내포된 의미, 상징성 등

시그니처

• 정의 : 심볼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된 것
• 결과물
  ① 국문시그니처(가로형/세로형) 
  ② 영문시그니처(가로형/세로형), 
  ③ 영문 혼합형 시그니처(가로형/세로형)

컬러체계
• 정의 : 심볼과 로고타입을 표현하는 주색(Main Color)과 
            사인, 홍보물, 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적용하기 위한 보조색(Sub Color)
• 결과물 : ①주색 ②보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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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산양의 반복되는 자음을 모티브 ▲과 ● 을 반복함으로써, 숲(=곶) 을 표현하였다.  

▲ = ART 의 A / 산의 ㅅ 
● = 예술의 ○ 양의 ○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정형화된 로고가 아닌, 여러가지 패턴으로 가변하여 활용함으로써, 
창작공간의 성격(재미와 다양성)을 표현하였다.

C 0 / M 60 / Y 100 / K 0

C 95 / M 0 / Y 70 / K 0

C 95 / M 45 / Y 0 / K 0

C 0 / M 20 / Y 100 / K 0

제주도 로고컬러 3가지와 
산양(산에서 빛이 비치는 마을)의 
밝음을 표현하는 옐로우를 더했다.

[컬러] [흑백]

1. 컨셉

2. 로고

3. 컬러

◆ CI(Corporate Identit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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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좌우조합] 

[국 · 영문 좌우조합] 

[국 · 영문 세로조합] 

[영문 좌우조합] 

4. 시그니처

5. 가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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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프로그램 기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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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곶 산양 운영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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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개관하는 예술곶 산양은 2020년 시작과 함께 공간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각도의 실험과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간운영의 방향을 확립할 것이다. 이는 여타 

국내외 기관들의 활동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예술곶 산양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에 접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중요 할 것이며 경험이 많은 예술가들을 

초청한 파일럿 형태의 시범사업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를테면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유경험자 중 검증이 된 모범적인 작가들을 우선 

선발하여 개관과 동시에 상반기 입주작가로 구성하고 하반기 입주작가는 공모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환 프로그램 등으로 구축한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을 위해 2020

년은 파일럿 형태의 사업을 시행한다. 창작공간이라는 기관의 운영은 사전 준비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성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공간의 성격과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팀은 그간의 국내외 활동사례들을 분석하여 예술곶 

산양 창작공간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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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입주작가 구성

◆ 하반기 입주작가 구성

[ 입주작가 구성 ]

국내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작가 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수행이 가능한 작가를 전문가 구성으로 추천을 받는다.(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 하겠다) 

국외작가
초기 단계에서 주요기관의 추천을 통해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검증된 작가 군을 
추천받아 배치시킨다.

추진범위
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커뮤니티의 방식과 소통이 아시아권 문화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서구의 작가중심 커뮤니티는 준비된 시스템이 아니면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추후 국제적 범위를 확장해나감.

입주작가 인원 국내 4~5명, 국외 2~3명 총 7명을  개관 2개월 전에 입주 시킨다.

입주기간
하반기 입주작가 구성은 국내작가는 6개월, 국외는 1~3개월(3개월 이상은 
기관 간 협약이 필요하고 비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입주작가 구성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콜렉티브 방식, 커뮤니티 활동,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 중심으로 선발

국내작가 공모를 통해 선발 2020년 5월~6월, 공모 진행 후 7월 선발

국외작가 기관 추천 및 교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운영

입주작가 인원 국내 4~5명 국외 2~3명 총 7명을 8월에 입주 시킨다.

인큐베이팅 작가 도내 거주작가 중심으로 3~5 명 선발한다.

입주기간
국내작가는 6개월, 국외는 1~3개월(3개월 이상은 기관 간 협약이 필요하고 
비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입주작가 구성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콜렉티브 방식, 커뮤니티 활동, 지역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 중심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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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작가 지원범위 ]

국내작가 매월 작품 활동 아티스트피 (문화체육관광부 산정 기준 참조)

국외작가 매월 70만원, 왕복 항공권 제공

국내외 작가 공동 스튜디오 및 숙소 지원

프로그램 

전시 및 프로그램 참여 시 실비 보상 기준에 의한 작품계획서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실비 제공

오픈스튜디오 및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 시 내부 규정에 의거 지원

홍보 연간 결과 보고집 제작 후 국내외 주요기관 홍보

기타 
입주 시 필요한 개인 비품 각자 준비
침대, 침구류 및, 명암 제작, 세탁기, 식기류 등 숙박에 필요한 기본 장치 제공 
그 외 레지던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품을 협의 하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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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
산양이 지나온 발자취라는 의미의 ‘산양’의 키워드는 경험된 세계로서 제주 산양이라는 

지역이 가진 지형적, 시간적 의미를 포함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할 수 있는 산양 

지역에 관한 일종의 역사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자취’는 일련 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데, 산양에서 생겨나는 이미지들, 가령 해양성, 관광도시, 농촌, 

인구 소멸 등 경험된 자의 세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억
‘산양’을 습득하면서 스스로에게 경험된 시간을 의미한다. 레지던시를 통해 축척 된 

물리적인 시간 양에 따른 몸의 기억, 감정적 기억들을 국내외에서 온 작가들이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공통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된 

시간이 축적될 수 있는지 다양한 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정체성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 자아에 관한 시점으로, 경험된 세계로 정의된 제주라는 

‘발자취’에서 레지던시를 통해 습득한 ‘기억’이 작가 개개인을 통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둔다. 이를 통해 작가의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상호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 입주활동 방향 ]

정체성기 억

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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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범위

리서치 비쥬얼 아카이빙

Curator

Art Director

Archiviat

Activist

Researcher

Artists

산양 리서치 시각정보 수집

지역 시각예술 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작가 프로모션 국제교류

기획자 레지던시

교환형 작가 프로젝트

인트로 워크샵
Intro Workshop

내부 워크샵
Internal Workshop

무빙 테이블
Moving Table

오픈스튜디오
Open Studio

전시 프로그램
Exhibition Program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Community Art Program

문화탐방 프로그램
Cultural Experience Program

홈커밍 네트워크 데이 이벤트
Network Event

기획자 레지던시
Curator Residence

LOCAL + PUBLIC + HISTORY + CULTURE +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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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워크숍
산양의 지역 연구 및 제주 지역 활동가들과 협업하기를 권장하며 제주의 다양성에 

관련한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제주의 정보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창작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수집한다

◆ 시각예술 R&D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와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작가들을 초청하여 

본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계획이며, 작가들의 작업을 발전시킬 다양한 세미나와 세부 

프로그램을 큐레이터 및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 전시 기획
레지던시 기간 동안 지역문화 전반에 관련한 세미나를 기획하고 지역작가들과 

협업하여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전시로 만들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국가, 지역의 

도시에 관한 기록들을 기획한 프로젝트 팀을 초청 전시 및 테이블을 만든다.

◆ 지역작가 프로모션
참여 기획자들에게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조사하고 외부에 재조명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한다. 자국의 기관으로 실천 가능한 전시에 연결시킨다.

◆ 오픈 포럼
외부 관계자와 지역민,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한 국외기관의 활동들을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소개한다. 특히 국외 기획자와 매칭으로 실천 가능한 문화 담론을 

형성한다.

◆ 무빙 테이블
국내 참여작가 중 가능한 작가는 국외기관의 프로그램에 참가 기회를 주어 다양한 

경험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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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프로그램 기획

국내작가
국내 주요기관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작가 군으로 짧은 시간 프로젝트 구성이 
가능한 작가로 배치한다. 

국외작가
국외 주요기관에 추천을 받아 국내 레지던시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작가로 
선정한다. 

선정방법
주요 기획자 및 프로그래머 그리고 예술곶 산양 개막 관련 예술감독, 
재단 관계자 등 복수의 추천에 의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운영위원회를 구축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겠다.)

˙1월~2월 참여 작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작가 선정 초청장과 입주 시기를 결정한다.

˙개관일이 정해지면 개관 전 2개월 전에 입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입주기간은 개관이 사전 입주로 시작하여 개관 후 1개월 정도 체류 후 퇴소한다. 
    단,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작가에 한해서 별도의 검증 장치를 통해 연장 할 수도 있다.

◆ 개관식
2020년 개관에 맞추어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사전 개소식은 별도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 작가구성

◆ 입주 시기 및 입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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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튜디오와 개막전시에 소요되는 작품 제작비는 참여 작가의 산출 계획에 의거 재료비를 
    지원하며 전시 구성을 위한 전시 조성비, 장치 임대비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식비 및 일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괄 지급하며 아티스트피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개막행사를 위한 전시팀 구성이 요구되며 언어 능통자 및 전문 큐레이터를 개막식에 한하여 
    계약체결 고용한다. 이는 단기간 효과적인 연출과 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하반기 입주작가 공모 시 인큐베이팅 참여 작가를 별도 장치로 모집하고  연간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 예술가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픈스튜디오 행사 시 도내 참여 작가의 개인  
    작업실을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개인 작업실에서 개최되며 투어를 통해 도내 지역작가의 
    활동을 주목하고 프로모션 한다.

˙하반기 작가는 월 2회씩 관련 전문가(멘토-입주작가)들과 테이블을 만들어 지역의 한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고 타 기관과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향후 국내외 
   레지던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한다.

˙개막식에 예술감독의 주제에 맞추어 전시를 구축한다.

˙입주 즉시 작품 제작을 시작하여 개막식 전시에 준비한다. 

˙전시와 오픈스튜디오를 동시에 개막하며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대화를 관련 전문가(비평가, 큐레이터)와 함께 공개한다.

˙행사기간 동안 국내와 유수 창작공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통해 
    예술곶 산양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시각예술 뿐 아니라 다원예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도 개막행사에 배치시키며 
    공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모색한다.

◆ 오픈스튜디오와 전시 구축

◆ 작가 지원범위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128 

◆ 컨퍼런스
국내외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 및 다양한 레지던시의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제주가 허브가 되는 구심점을 마련한다. 이는 국내 창작공간의 20년 역사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인 예술곶 산양의 빠른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밀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원들을 구성하여 창작공간의 활동 속에 빠르게 

접속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국제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곳 제주의 

활동을 널리 소개하는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여는 국내 창작공간 컨퍼런스처럼 

형식적이거나 계량적 활동을 위한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프로젝트 및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며 관련 컨퍼런스를 

개막과 함께 개최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 1회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하고 네트워크가 단단해 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 시설 관련
완공 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유경험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의 활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일반적인 공사와 다르게 예술가가 머물러야 하는 공간임으로 

섬세한 점검이 요구된다. 필요시 부수 및 재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개관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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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명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MMCA RESIDENCY CHANGDONG

소재지 서울 도봉구 덕릉로 257 설립연도 2002년

웹사이트 www.mmca.go.kr 이메일 mmcachangdong@gmail.com

전화 / 팩스 02-995-0995

공간명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MMCA RESIDENCY GOYANG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59-35 설립연도 2004년

웹사이트 www.mmca.go.kr 이메일 mmca.residency.goyang@gmail.com

전화 / 팩스 031-962-0070 

공간명 금천예술공장 Seoul Art Space Geumcheon

소재지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57 설립연도 2009년

웹사이트 blog.naver.com/sas_g 이메일 geumcheon@sfac.or.kr

전화 / 팩스 02-807-4800

공간명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 NANJI RESIDENCY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설립연도 2006년

웹사이트 semananji.seoul.go.kr 이메일 semananji@seoul.go.kr

전화 / 팩스 02-308-1071

공간명 인천아트플랫폼 INCHEON ART FLATFORM

소재지 인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설립연도 2009년

웹사이트 www.inartplatform.kr 이메일 -

전화 / 팩스 032-760-1000 / 032-760-1010

유사기관 정보
[ 부록 1 ]

◆ 국내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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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민간기관

공간명 테미예술창작센터 Artist Residency TEMI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 설립연도 2014년

웹사이트 www.temi.or.kr 이메일 temi2014@naver.com

전화 / 팩스 042-253-9810~13 / 042-253-9814

공간명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설립연도 2016년

웹사이트 www.palbokart.kr 이메일 -

전화 / 팩스 063-283-9221 / 063-283-9228

공간명 가창창작스튜디오 Gachang Art Studio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57길 46 설립연도 2007년

웹사이트 www.gcartstudio.or.kr 이메일 gachangartstudio@gmail.com

전화 / 팩스 053-430-1236~8 / 053-767-6727

공간명 홍티아트센터 Hongti Art Center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 설립연도 2013년

웹사이트 www.bscf.or.kr/10/03.php 이메일 hongti@bscf.or.kr

전화 / 팩스 051-263-8661 / 051-263-8660

공간명 아트센터 나비 art center nabi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 26 SK 서린동빌딩 4층 설립연도 2000년

웹사이트 www.nabi.or.kr 이메일 info@nabi.or.kr

전화 / 팩스 02-2121-1031

공간명 오픈스페이스 배 OPENSPACE BAE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43 설립연도 2009년

웹사이트 www.spacebae.com 이메일 spacebae@gmail.com

전화 / 팩스 051-724-5201 / 051-72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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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 아시아 지역

공간명 타이페이 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

소재지 No. 7, Beiping East Road, Taipei, Taiwan 설립연도 2001년

웹사이트 www.artistvillage.org 이메일 air@artistvillage.org

전화 / 팩스 +886-2-3393-7377 / +886-2-3393-7389 

공간명 피어-2 아트센터 Pier-2 Art Center

소재지
No.1, Dayong Rd., Yancheng Dist., 
Kaohsiung City 803, Taiwan 

설립연도 2001년

웹사이트 pier-2.khcc.gov.tw 이메일 pier2air@gmail.com

전화 / 팩스 +886-7-5214899 / +886-7-5214840

공간명 텐터클 아트 스페이스 Tentacles Art Space 

소재지
2198/10-11Soi 
Taweewattana(Narathiwas22), Chan Rd.,
Chongnonsee, Yannawa, Bangkok 10120 

설립연도 2014년

웹사이트 www.tentaclesgallery.com 이메일 info@tentaclesgallery.com

전화 / 팩스 +66-61-941-6555

공간명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Fukuoka Asian Art Museum

소재지
7 & 8th floor, Riverain Center Building 3-1 
Shimokawabata-machi, 
Hakata-ku, Fukuoka City, JAPAN 

설립연도 1992년

웹사이트 faam.city.fukuoka.lg.jp 이메일 faam_e@faam.ajibi.jp

전화 / 팩스 +81-92-263-1100 / +81-92-26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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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 유럽 지역

공간명 라익스 아카데미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소재지
Sarphatistraat 470 1018 GW AMSTERDAM the 
Netherlands 

설립연도 1870년

웹사이트 www.rijksakademie.nl 이메일 directie@rijksakademie.nl

전화 / 팩스 +31-20-5270300 / +31-20-5270301

공간명 개스웍스 Gasworks

소재지 155 Vauxhall Street London SE11 5RH 설립연도 1994년

웹사이트 www.gasworks.org.uk 이메일 marcus@gasworks.org.uk

전화 / 팩스 +44 (0)20 7587 5202

공간명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Künstlerhaus Bethanien 

소재지 Kottbusser Str. 10/d, 10999 Berlin 설립연도 1870년

웹사이트 www.bethanien.de 이메일 info@bethanien.de

전화 / 팩스 +49-30-616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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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명 재주도좋아 jaejudojoa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길 9 반짝반짝 지구상회 설립연도 2011년

웹사이트 jaejudojoa.com 이메일 jaejudojoa@gmail.com

전화 / 팩스 -

공간명 예술공간 이아 Art Space IAa

소재지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설립연도 2017년

웹사이트 artspaceiaa.kr 이메일 -

전화 / 팩스 064-800-9300 / 064-800-9393

공간명 서귀포 문화빳데리충전소 Seogwipo Culture Battery Station

소재지 서귀포시 중정로 76 지하1층 설립연도 2014년

웹사이트 seogwipo.modoo.at 이메일 -

전화 / 팩스 064-738-5855

공간명 아트세닉 ARTSCENIC

소재지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 설립연도 2014년

웹사이트 theartscenic.com 이메일 artscenic@naver.com 

전화 / 팩스 064-755-8415 

공간명 문화공간 양 Culture Space Yang

소재지 제주시 거로남 6길 13 설립연도 2013년

웹사이트 blog.naver.com/daybydayyang 이메일 jaejudojoa@gmail.com

전화 / 팩스 064-755-2018

◆ 제주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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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곶 산양 2020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주 
예술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술곶 산양는 국.내외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예술곶 산양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요강 

◆ 모집요강(안)

레지던시 프로그램 행정서식(안)
[ 부록 2 ]

1. 모집개요
공모대상 시각예술분야 국내외 예술가(세부 모집분야 추후 설정)

공모기간 추후 설정

모집인원 총 7명

2. 신청자격

공통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창작 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예술가
˙예술곶 산양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개인  

국외 예술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개인이 비자 취득 등 한국 체류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외대상

˙국내외 타 레지던시 참여기간이 
    예술곶 산양 레지던시 입주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현재 개인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는 예술가
˙국내 입주작가의 경우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소속된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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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작가 지원사항

창작공간 지원 1인당 스튜디오 1실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 지원

˙프로젝트 및 비평 연구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프로젝트 
발표 지원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공간 지원 및 창작 지원금 일부 지원
˙지원공간 : 전시실, 아카이브실

국외작가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기준, 150만원 이하) 및 프로젝트 수행비 일부 지원

4. 입주작가 의무사항

준수사항

˙스튜디오 및 공용 공간 사용시, 공간사용수칙 준수(화재방지, 공간사용 원상복구, 
    위생적 사용 의무 등), 입주계약 내용 준수

˙공간사용일수 등 성실한 사용을 위한 의무사항 준수
   (매월 15일 이상 공간 사용 또는 120시간 이상 사용)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입주작가 오리엔테이션, 
   입주작가 프리젠테이션 등 내부프로그램 참여 준수

˙작가 프로필 및 작품 사진 등 공식 홈페이지 게재 동의

퇴실조치
˙상기 명시된 운영 관련 입주 규정의 미준수 시, 
    입주평가에 의하여 입주예술가 관련 프로그램 차등지원 또는 퇴실조치 함

5. 신청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추후설정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우편접수 불가), 양식 파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제출서류
국내: 입주신청서, 포트폴리오 1부
국외: 입주신청서, 포트폴리오 1부, 여권사본, 거소증 등 각 1부, 추천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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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지원자정보: 개인정보, 장르, 학력 등
˙자기소개서: 지원자 소개, 작업 설명
˙창작활동 계획서: 입주후 창작활동계획 작성
˙기타 예술활동경력, 수상경력, 레지던시경력 등 기재

포트폴리오

˙대표작품 이미지, 전시자료, 활동내용을 포함하여 20장 이내로 작성  
˙활동 증빙자료(전시도록, 평론, 보도자료 등)
˙최근 3년 이내의 활동실적 및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파일명은 ‘포트폴리오_신청자명’으로 기재(압축파일명도 동일)
˙동영상 자료 첨부시 avi파일로 3분 이내 영상물(100MB이하)

※ 제출된 서류는 별도 반환되지 않음

유의사항

˙공모 신청 시, 오기입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제출서류는 심의자료로 활용되므로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은 자는 공모 포기로 간주함

※ 단, 국외 입주예술가의 경우 인터뷰심사는 면제

6. 심사절차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인터뷰 대상자 선정)
˙2차 : 인터뷰심사 (작가 프리젠테이션)  ※ 국외 작가는 프리젠테이션 심사 면제

 ※ 인터뷰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연락

진행일정

˙공모공고
˙공모접수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대상자 발표
˙인터뷰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공모공고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인터뷰심사, 작가 PT

➡ 최종선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문의: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 문의가능 시간: 평일(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12시~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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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귀하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곶 산양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서명) 

1. 일반정보

입주구분
▢  [장기]  (장기, 단기 기간 추후 설정)
▢  [단기] 

2. 개인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지역(현거주지)

주소(등본상거주지)

연 락 처 E-mail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분야

◆ 입주신청서(안)

2020년도 예술곶 산양 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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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동안 본인이 추진할 창작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주십시오.
    (목적, 기획의도,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바랍니다.)
※ 한글 12 포인트, 줄 간격 160% 

1. 창작활동 계획안

◆ 첨부서류

창작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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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를 신청하게 된 계기를 비롯하여 작가관, 예술창작 지향점 등 본 공모와 관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의 소개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12 포인트, 줄 간격 160%

1. 지원 신청동기 및 자기소개

성명 성별 ▢ 남    ▢ 여         

◆ 첨부서류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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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및 프로젝트 참가실적

4. 수상경력

5. 레지던시 입주 활동경력

※ 최근 3년간 실적사항을 연도, 전시(프로젝트)명, 장소 등으로 최근 순으로 작성바랍니다.
※ 한글 12 포인트, 줄 간격 130%

※ 최근 3년간 수상경력사항을 수상연도, 수상명, 주관처 등을 최근 순으로 작성바랍니다.
※ 한글 12 포인트, 줄 간격 130%

※ 연도, 입주기관명, 입주기간 등을 최근 순으로 작성바랍니다. 
※ 한글 12 포인트, 줄 간격 130% 

◆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해 주시고, 만일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학력사항

대학교 이하
대학교                    학과

▢ 휴학  ▢ 재학  ▢ 졸업(            년)
전공: 

대학원(석사)

대학교                    학과

▢ 휴학  ▢ 재학  ▢ 졸업(            년)전공:

논문명:

대학원(박사)

대학교                    학과

▢ 휴학  ▢ 재학  ▢ 졸업(            년)전공:

논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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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술곶 산양 입주작가 모집」을 위한 지원 신청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20년 예술곶 산양 입주작가 모집」을 위한 입주작가 신청 접수 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E-mail, 경력 및 학력사항 등
     나. 수집방법 : 전자우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2020년 예술곶 산양 입주작가 모집」을 위한 입주자 선정 및 자격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선정 발표 및 모집 종료일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2020년 예술곶 산양 입주작가 모집」을 위한 지원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 첨부서류

예술곶 산양 입주작가 참여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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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 도민용
[ 부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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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341 

064-800-9106

www.jfac.kr

오도오도스튜디오

금강기획인쇄

참여 연구진

예술곶 산양 운영방향 설계연구 보고서

책임연구

공동연구

연구지원 

발행일

발행처

전화

팩스

홈페이지

디자인

인쇄 

서상호 | 오픈스페이스 배 대표

정은미 | 서울대학교 미학과

추희정 | 오픈스페이스 배 큐레이터

고희송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장

송창엽ㅣ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지역문화팀장

국혜원ㅣ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지역문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