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3-2-15

고양형 문화도시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신규 총사업비 880백만원

❏ 사업개요 

○ 고양시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양시민의 참여와 나눔을 통한 시민중심의 생활 속 문화복지 구현

○ 시민의 문화적 수준 제고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

❏ 목    표

○ 법정문화도시 지정 프로세스를 고양시에 맞게 재해석하여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고양형 문화도시 구현’

○ 고양형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 간 정보공유, 협치 추진

❏ 추진계획 

○ 고양형 문화도시 조성

- 법정문화도시 지정 프로세스를 재해석하고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기반

사업을 발굴하여 문화의 소비와 생산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

하고 즐기는 문화를 지원하는 고양형 문화도시를 조성

- 고양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 발굴 및 계속 추진

-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추진

○ 고양시 문화생태계에 적합한 신규 사업 발굴

-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2021~)을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의 

고양시 문화예술 뉴딜정책 및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

○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기본계획 수립

- 고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고양형 문화도시의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6.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고양형
문화도시
조성

고양형 문화도시 기반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계속 추진
(마을단위 문화거점사업 2019~,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2020~), 문화기획자 양성아카데미(2020~)
고양
문화예술
정책포럼,
신규사업
발굴,
관련

지원조례
제정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880 60 260 280 280

고양형
문화도시
조성 추진

국비
도비 140 60 40 40
시비 740 60 200 240 240
기타

❏ 쟁점 및 대책

○ 쟁점

- 고양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고양시의 문화자원 특성화,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

- 고양시의 문화예술 종사자 및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대책

- 법정문화도시 지정 프로세스를 고양시에 맞게 재해석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고양형 문화도시 구현’
-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에서 ‘고양형 문화도시’를 주제로 토론 진행
- 고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고양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고양형 문화도시의 향후 발전방향 논의

❏ 타 기관 협조사항 

○ 관련 사업계획에 따른 정보교류 및 적극적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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