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0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및 문화 소통 공간 확보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전체 사업진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85 2022. 4. 문화예술과

1. 사업개요 

 ○ 기    간 : 2018. 6월 ~ 2022. 4월

 ○ 주요내용

∙문화정책 선진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의 제정

∙문화소통 및 시민의견 수렴 공간‧통로 확보

 ○ 소요예산 : 총 336백만원(도 134백만원, 시 202백만원 / 4:6매칭)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계획(e) 집행 계획(f) 계획(g)

계 336 0 18 18 240 141 50 50 127 0 0 0

국   비 56 96 56

도   비 70 20 20 50

시   비 210 18 18 144 85 30 30 77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 2018년 ~ 2020년

성 과 지 표 단위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 50 70 80

문화소통공간 확보 개소 2 2

누적 추진율 100% 50% 80% 85%

 ○ 2021년 이후

성 과 지 표 단위
성과지표

2021년 2022년
6월까지

2022년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초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 85 85 90 95 100 -
문화소통공간 확보 개소 2 2 2 2 - -

누적 추진율
목표 % 85% 85% 90% 95% 100% %
현재 % 85% - - - - -

【임기내 미완료 사유】
 ○ 해당없음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2018. 7. ~ 2021. 3. 31.)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2018. 6월~9월)
 ⦁문화다양성 조례(안) 마련 : 14개 조항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2019. 6월)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방안 연구(2019. 9월~12월)
 ⦁2019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제출(2020. 5월)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2020. 6월)

⦁문화소통공간 확보

 ⦁시민의제 발굴 및 시민모임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문화도시팀
 ⦁문화 거점공간 조성 : 2개소
    (탑동 시민농장 내 육가공실을 리모델링한 실험공간 AGIT, 문화재단 지하1층 대화숲)
 ⦁2019 시민모임 육성 : 114개 모임, 497회
 ⦁2020 시민모임 선정 : 76개 모임 (기존 33팀, 신규 43팀)
 ⦁공간 프로젝트‘공간실험단’구성 : 14개 프로젝트
 ⦁지역 의제 거점공간 풀(Pool) 모집 : 13개소
 ⦁도시문화일상학교 아파트학교‘네모의 꿈’선정 : 9개 아파트
   - 권선 3개소, 팔달 1개소, 영통 5개소
   - 아파트 주민이 강사‧수강생이 되는 도시 속의 일상학교로 지역
     사회 내의 고민거리와 문제에 대해 대화‧강의 진행 

5. 사업변경내역 (2018. 7. ~ 2021. 3. 31.)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시기

해당없음

6.「2020년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조례 제정에 대한 진전이 더 이루어

지도록 다양한 시도의 추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회와 다각도 논의 중

 7.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현재 전국 지자체 등에서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인권의 

존중 및 증진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내재된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까지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조항 내의‘성적 지향’부분을

    둘러싸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보수 종교단체 측과 성

    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 사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일었고, 현재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태임.

    (입법예고 반대의견 76,641건 접수)

 【대  책】 
 ○ 최근에는 성소수자들에 의해 진행되는‘퀴어문화축제’등에 대한 반대 측의

    물리적 방해 등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에 비해 더욱

    조직적이고 격렬해 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수원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관련된 단체 및 전문가, 의회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관련 동향
 ○‘성평등’표현에 대한 동성애 옹호 주장 및 소수문화(이슬람과 난민 등) 

수용에 관한 갈등
  - 김해시(2020.10월)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중 성평등 교육에 관한 상반된 

집회(급진적 성교육 반대↔문화다양성 감수성 정책 필요)
  - 경기도(2020.07월) :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 422건 접수
  - 경기도(2019.07월~08월) : 성평등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독교 

중심 규탄 대회
  - 부천시(2019.06월) :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원 발의)에 대한 부천

기독교총연합회 규탄집회로 본회의 안건 상정 전 철회

8. 향후추진계획

 ○ 문화다양성 조례(안) 관련 논의(단체 및 전문가, 의회) …… 2021. 4월~9월

 ○ 문화다양성 조례(안) 수정․검토 ………………………… 2021. 10월~12월

 ○ 문화다양성 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월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 2022. 3월

 ○ 문화다양성 조례(안) 의안상정 ………………………………… 2022. 4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2470

문화정책팀장 송종백 3064

주무관 박민경 2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