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문화참여향유활동지원사업
(2차 사업공모  생활문화예술활성화시책사업)
심사결과 발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 생활문화참여향유활동지원사업
(2차 사업공모  생활문화예술활성화시책사업)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8. 6. 19.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할 지원대상자는 사업포기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기신청기간 : 2018. 6. 19. (화) ~ 7. 18. (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로그인
→ [교부관리] 메뉴선택
→ [사업포기관리] 메뉴에서 포기사유 작성 후 제출
※ 해당기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이번 사업에 선정 대상 단체는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전달하고자 교부
정산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일정은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문 의 :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청년예술팀 (064-900-8162)

I

심사결과

1. 생활문화 공간운영
❍ 심사총평

『생활문화 공간운영』 총평
‘생활문화 공간운영’ 사업에 지원한 신청단체 모두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미흡
하여 선정 대상에 적합한 단체는 없음.
다만, 향후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제기되는 바, 도내 생활문화시설 및 민간 공간의 역량 향
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의 사업적 역량을 높였으면 함.
< 심사위원 >
이태민(KCTV 제주 PD), 김백곤(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 / 평론가)
차재근(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이준희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지역협력팀 팀장)

❍ 심사결과
- 지원건수 : 4건
- 최종선정 : 0건

2. 생활문화 공간운영
❍ 심사총평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 심사 총평
문화예술교육, 일회성 행사, 단순 체험 및 콘텐츠 제공 단계가 많았으며 향후 좀 더 생활
문화 활동 주체, 지역공동체성, 일상성, 지속성을 고민하고 전문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아닌 생활예술, 즉 삶의 문화 향상이 핵심이 되는 도민 주도, 도민 주체, 도민 자립을
중심으로 와서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에 대한 학습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할 점은 제주도만의 특색과 스토리가 깃든 생활문화 예술 활동과 콘텐츠가 지닌 우수한
사업이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사례 모델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 심사위원 >
이태민(KCTV 제주 PD), 김백곤(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 / 평론가)
차재근(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이준희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지역협력팀 팀장)

❍ 심사결과
- 지원건수 : 13건
- 선정건수 : 6건
❍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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