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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중심으로 -

1)

송호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예술교육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반 법령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 법령 상호간의 문제점과 

모순점 등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작성된 글이다(I). 이를 위해 우선 규범의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관련 법령 및 예술교육과 관련한 법령의 구성과 체계를 개관하

였다(II). 예술교육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Ⅲ장에서

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예술교육과 

관련된 다른 법령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법률로는 「교육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술교육과 관련한 여러 법

령들 사이에 해당 규정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예술교

육”이라는 핵심어를 연결점으로 하여 관련 법령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호 저촉되거나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술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면

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Ⅴ).

주요어 : 예술교육, 법단계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Ⅰ. 머리말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법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중이며 명쾌한 해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법학자인 필자가 ‘文化란 무엇인가’ 혹은 ‘藝術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섣부른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교육이 타당한가’ 아니면 ‘예술교육이 타당한가’라

는 논쟁에 대해 함부로 답을 하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게 된 계기

는 세미나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에 대해 비교를 해달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법령들을 찾아본 결과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문화예술교육 

 * 본 논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7년 12월 7일에 주최한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의 위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5000000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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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이었다. 동 법률의 명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교육’ 또는 ‘예술교육’

만을 규율하는 법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는 어떠한 용어를 쓰는지 궁금하게 

되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이들 용어를 섞어서 쓰기도 하고 구별하여 쓰기도 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테면 오세준(2017: 77이하)은 한국에서 문화교육, 예술교육,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간의 관계가 분화

와 재결합 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이

들 용어의 구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하다. 그에 반해 양현미(2006: 62)는 예술교육과 문화

교육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우선 예술교육은 음

악교육, 미술교육, 연극교육 등 개별 예술장르들에 관한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예술교육이란 

한편으로는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직접 접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경험과 인식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한

다(양현미, 2006: 62). 이에 반해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

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관습, 의식, 태도 등 삶의 양식의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

서 바라보도록 한 것으로서, 제3세계 이주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

하는 현대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감수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한다(양현미, 

2006: 62). 이런 관점에서 문화교육은 예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예술교육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양현미, 2006: 62).

그렇다면 법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문화기본법」 제3조는 “문화”를 “문화

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정

의한 법률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1) 만약 문화의 개념을 「문화기본법」상의 정의로 이해하고 이에 관

한 교육을 ‘문화교육’이라고 한다면 문화의 개념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령을 비

교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대다수의 법률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법령의 비교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본고

에서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구별하는 양현미의 분석에 따라 ‘예술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그와 

관련한 여러 법률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예술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문화예술교

육 지원법」이므로 본고에서는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법령의 내용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교육’ 이라는 핵심어를 매개로 한 관련법령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저촉되거나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1) 참고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제4조 제1항): ①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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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구성과 체계

1. 규범의 체계

예술교육과 관련한 법령의 체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법령의 체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간단

히 한다. 무엇을 법 내지 규범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투어졌던 문제이고 오늘날

에도 명확한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성문법외에 관습법이나 조리와 같은 불문의 규범들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지만 성문법의 영역에서는 보편화된 규범의 체계가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실정주의(Rechtspositivismus)의 관점에서 순수법학이론(Reine 

Rechtslehre)을 정립한 오스트리아 법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의 법단계설

(Stufenbau der Rechtsordnung)이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실정법은 다음과 같은 규범적 순위로 정

해진다(Kelsen, 1994: 73이하).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 → 규칙(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의회)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의 순이다. 이를 예술교육과 관련한 법령에 비추어 그 규범의 순

위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문화예

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2) 순이다. 

헌법은 ‘문화예술교육’ 또는 ‘예술교육’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

라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화

국가적 과제를 부과하면서, 제69조에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통하여 이러

한 국가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한수웅, 2017: 363).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

은 ...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한수웅, 2017: 978). 이러한 헌법 조항들이 담

고 있는 기본정신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또는 ‘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를 추론

할 수 있으며, 예술교육에 관한 법률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위규범

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및 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구성

1) 문화예술관련 법령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령은 그 수가 매우 많아 이를 모두 망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본고와 

관련해서도 큰 의미가 없다.3) 따라서 본고의 주제인 ‘예술교육’을 핵심어로 하여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들에 국한하여 제정년도 순에 따라 나열해본다. 대개 법률의 제1조는 해당 법률의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함께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조례의 하부 규범(시행규칙)인 이를테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규칙」은 현재 제정되지 않았다. 

3) 참고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법률은 현재 총 185건에 이르고 외청인 문화재청의 소관법률
은 25건이다. 이들 법률의 부속 명령이나 규칙까지 포함하는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관련 문화체육관

광부의 자치법규(조례 등)는 2,156건이고 문화재청의 자치법규는 204건에 이른다. 송호영(2014: 6면)은 이러한 법률
을 개괄적으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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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제정년도 소관부처 목적 

문화재보호법 1962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등)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197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등)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

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199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1997
교육부

(학교정책과)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99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

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2002
교육부

(융합교육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

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기본법 20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201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
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 문화예술 관련 주요법률

2) 예술교육 관련 법령

예술교육과 관련한 핵심적인 법률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4)이다. 동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5) 및 이를 다시 구체화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6)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그 하위 규범인 행정규칙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告示)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

4) 법률 제14630호, 2017.3.21. 일부개정, 2017.3.21. 시행(2005.12.29. 제정당시 법률 제7774호, 2006.6.30. 시행). 

5)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2016.3.28. 시행.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2016.2.29. 일부개정, 2016.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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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7),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재지정」8), 「문화예술교육사

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9) 등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

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10), 「서울특

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11) 등이 있다. 

한편「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의 개념에 대해 다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해당 관련 법률도 참고

하여야 한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

재보호법」을,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학교”의 개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

등교육법」을, “교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시설”의 개념에 대

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평생교육법」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기본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Ⅲ.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개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5. 12. 29. 제정되어 2006. 6. 30.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쳐12) 

현재의 법률에 이르고 있다(법률 제14630호). 홍애령, 송미령(2015: 168)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예술교육은 소수의 전문가를 위한 예술 중심의 전공교육에서 벗어나 다수의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되었는바, 즉 ‘모든 이를 위한 예술’(Art for All)의 교육신념을 바

탕으로 기존의 예술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대상들을 위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는 법률의 제정목적에 대해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 법률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에 관해서, 제3장에서는 학교

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5호, 2015.8.11. 제정, 2015.8.11. 시행.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3호, 2015.1.30. 제정, 2015.1.30. 시행.

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7호, 2017.4.25. 일부개정, 2017.4.25. 시행.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47호, 2015.10.2. 제정, 2015.10.2. 시행. 

11) 서울특별시조례 제6143호, 2015.12.21. 제정, 2015.12.31. 시행. 

12) 2012.2.17.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

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다. 2015.5.18.일부 
개정은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

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
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7.3.21. 일부 
개정된 내용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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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해서, 제4장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해서 그리고 제5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하 동 법률의 편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2. 총칙

1) 용어의 뜻

(1)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13)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1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15)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 “문화산업”16) 및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바,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의 의미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직접 정의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맡겨두고 이를 끌어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대해 내용과 방법 위주로 매우 간단하게 정의된 이 같은 법적 개념은 문화예술교육에 담겨있

는 의미와 가치, 목표, 지향점 등을 결여하고 있어 이론적 측면에서나 실천적 측면에서 충분한 개념이

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김수정, 최샛별, 2017: 14). 

한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와 비교해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의 의미를 더 넓게 잡고 있음을 알 수 

1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15)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
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중략)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

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16) 그런데 관련법률 상호간에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예술진흥법」에

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
을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동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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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7)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

분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

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규

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18)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19) 그리고 동법 제

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20)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의

미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라는 용어는 ‘학교’가 아닌 ‘학교 밖’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박영정, 2012: 7).

(3)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

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호). 동법 제27조의2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

여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등

(1)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

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제3조). 

이것은 모든 이를 위한 예술(Art for All)을 전제로 모든 이를 위한 예술교육을 지향함을 분명히 하고 

17) 김수정, 최샛별(2017: 16-17)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정의는 단순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동 법률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모두 고려하면,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을 그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18)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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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본법」에서의 원칙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모습이다. 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해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반면(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더욱 강한 준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2)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

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호자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규범적으로 환기하고 있다(동법 제4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5년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

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동조 제1항),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제2장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러한 계획

에는 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②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

원,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④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⑤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⑥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⑧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⑨ 문화예술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⑩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그러한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

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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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①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

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

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⑥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

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1) 중앙정부차원: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

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② 문화예술교

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2) 지방정부차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

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9조). 여기서는 ① 지

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10조). 진흥원에서는 ①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

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②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③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④ 교원의 연수지원, ⑤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⑥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⑦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⑧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

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제6항). 지역 센터에서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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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③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등이다(동법 제13조).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

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

자에게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

육프로그램 등을 갖추도록 하고,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6조),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

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7조),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8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9조).

5.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위에서 살펴 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하며,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

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1조).21)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제22조)2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

21) 박영정(2012: 7)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위주로 
추진되어 옴으로 인해,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는 증진되었지만 오히려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높고 향유 욕구가 강한 중산층(일반시민)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이동수와 김지영 및 윤정은(2014: 87)은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써 사회문화예
술교육의 실천방향은 삶의 방식, 지역사회와의 연계, 문화다양성 등이 고려된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문화복지정책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문화예술교육 실천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예술, 
교육인프라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운영체계의 효율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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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23조),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

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

24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6조).

6.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

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바(제27조의2 제1항),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

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동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제27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 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제28조 제1항), 그 지정된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

며(제31조 제1항)23).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 및 지역 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

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이에 따

라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

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동조 제3항). 

Ⅳ. 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비교 

1. 서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 ‘예술’, ‘문화예술’, ‘교육’ 등을 주제어로 삼아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22) 특이한 것은 다른 규정에서는 “…….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민간 교육 시설 등의 지원에서는 “...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23) 이는 의무사항이다. “...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①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③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등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
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비교·분석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중심으로 -

된 법률은 적지 않으며 해당법률에 속한 하위 법령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24) 따라서 

그러한 법령들을 모두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한정된 지면의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교육에 관한 핵심적인 법률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다. 여기에서

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중심으로 해서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서로 저촉되거나 상호간의 적

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진 관련 법률의 규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한 비교 대상인 법률

은 「교육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다. 

이들 법률의 규정들이 서로 조응(調應)하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정합성(整合性)이 다소 떨어지는 이

유를 생각해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

육을 전담하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협업으로 제정되었지만, 다른 관련 법률들은 각기의 제정 

목적에 따라 소관부처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제정됨으로 인해 이들 관련 법령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래 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교육기본법」

1) 교육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양 조문을 비교하면 열거된 표지(標識)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규범적 구속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교육기본법」 “...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표현을 하

고 있음에 반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 평생에 걸쳐...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여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그 차이는 「교육기본법」은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

안을 담아야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2) 학교교육의 의미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 대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참조). 이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

호). 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대학 

등)가 배제되어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보육시설을 

포함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어려서부터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 있으며, 대학교를 배제한 것은 교

양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

건이 나머지 학교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양현미, 2006: 62).

24) 주요 관련 법률 및 그 목적에 관해서는 본고의 II. 2. 1) 표 1. 문화예술 관련 주요법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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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를 

교육내용을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한편 「교육기본

법」은 제3장 [교육의 진흥]에 관한 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특수교육(제18조), 영재교육(제19조), 유아교육(제20조), 직업교

육(제21조), 과학·기술교육(제22조), 학교체육(제22조의2), 교육의 정보화(제23조), 국제교육(제29조)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에서 문화예술교육 또는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19조(영재교육)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

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술교육에 관

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영재교육의 대상으로서 예술을 언급한 것이지, 보편적인 교육으

로서의 예술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25)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에 있어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교육기본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규

범적 조응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예술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문화예술진흥법」

1) 문화산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중요한 개념에 대해 다른 관련 법률에서의 정의를 그

대로 끌어 쓰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각 해당법률에서의 정의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있다. 동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를 교육내용을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한 교육을 말하는데,26) 여기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

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

물과 관련된 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그에 반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

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 법률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상품”과 관련한 산업을 의미하는 반

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에 관한 업을 의미하여 그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예술교육의 내용으로 “문화산업”을 채택한다면 문화산

업의 의미는 “산업”이 아니라 “창작”에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보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5) 한편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의 대상자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예술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동법 제8조 제1항),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26)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재’의 해당법률의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각주 13), 14),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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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제15조의2 제1항),27)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기회

의 확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장애인의 예술교육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은 문화예술의 기본원칙에 관해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

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

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여(제3조 

제2항) 장애인에게도 예술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할 뿐, 교육기회의 확대를 명

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확대나 필요한 시

책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정한 “학교문화예술교

육”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도 그러한 기회나 시책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4. 「지방문화원진흥법」: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및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제9

조),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제10조).28) 

한편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조, 제3조), 지방문화원의 사업29)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양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하게 

된다. 즉 지역(또는 지방)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원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인

지 아니면 지방문화원이 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아니면 양 법률의 규정에 터 잡아 양자가 

모두 지역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지역의 ‘예술교육’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

터가 담당하고 지역의 ‘문화교육’은 지방문화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지도 불분

명하다. 

참고로 강릉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사례를 설명한 글을 보면, 강원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맺은 

강릉문화원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강원도 내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심오섭, 2012: 33). 현실이 그러하다면 현재 전국 229개

27) 본조는 2008. 1. 17. 개정 때 신설되었다. 

2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세터에 의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본고의 Ⅲ. 3. 
3). 참고.

29)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이 다음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① 지역문화
의 계발·보존 및 활용, ②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③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④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⑦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
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⑧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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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문화원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사실상 도맡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지방문화원은 처음부터 지역문화진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

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개념인데 반해3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은 - 즉 ‘지정된’- 자격요건으로서의 개념

이라는 점에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더라도 그 기능이 중복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31) 다른 기관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보여 진다. 

V. 맺음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배경을 보면 동 법률은 2003년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부처인 문화

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와 ‘교육’을 전담하는 부처인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에서 기인하여 양 부처의 협

업으로 제정된 것인데(양현미, 2006: 57), 그 소관부처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다. 입법과

정에서 정부부처간의 격벽을 허물고 협업을 이루어 융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향후에도 좋은 입법의 롤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

련 법률들은 엄연히 소관 부처에 따라 달리 제정·관리되다 보니, ‘예술’과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총

괄적인 입법 정책이 수반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관련 법률 상호간의 규범적 

정합성(整合性)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32) 그러한 점에서 ‘예술교육’이라는 핵심어

를 연결점으로 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법률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호 저촉되거나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교육부 소관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예술교육에 관한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사이에 충돌되거나 

상호 불명확한 규정들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술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함께 규

정하고 있다.33)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입법적 근

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조례와 그 세부규칙이 제정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그런데 필자가 본고를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해당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30) 지방문화원법 제4조 제1항은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동법에서는 “... 수행한다.”라고 표현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32) 최근 고인석(2018: 203)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

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학교예술교육정책을 교육부 소관정책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학교예술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33) 예컨대 동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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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를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발견할 수 있었다.34) 또한 조례는 마련되었지만, 그 시행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서

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35)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나마 ‘학교문화예술교육’과는 달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는 그것의 실행을 뒷받

침할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것은 아직까지 「문화예술 지원법」

이 법적 골격은 갖추었지만 일선의 현장에까지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차제에 이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도 조속히 마련되어 우리나라에서

의 예술교육이 실핏줄처럼 전국 어느 곳에서나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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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Laws Related to Arts Education:
Focused on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Song, Ho-Young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rts education. Through 

this, This paper aims to discover problems and inconsistencies among the related laws and to try to 

find some improvements (I). 

For this purpose, it outlines the constitution and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related 

to culture education and arts education ba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the norms 

(Ⅲ). To this end, part III of this paper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In part IV of this paper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was 

compared with other laws related to arts education in detail. Such laws includ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of Local Cultural Institute Act｣ etc.. Through these comparisons and analyzes, 

this paper found disagreements among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rts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d the overall legislative maintenance of mutually 

contradictory or unambiguous legal provisions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related laws, 

using the key word "arts education" as a connecting point. It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the estab-

lishment of related municipal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while calling for the interest of local 

governments in arts education.

Key words: arts educatio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legal order,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act,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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