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0-163호

20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최종 심의결과 안내
20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참여
예술인(단체)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인(단체)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0.9.23.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심의 결과
❍ 선정 예술인(단체): 36건
❍ 지원결정액: 총 503,000,000원

□ 선정 시설(기관)
신청자(단체)명

사업명

선정액(원)

이창민

3D 모델링 공간에 대한 예술적 가능성 탐구

인형극단 부엉이곳간

곳간을 열다!
(1인 관객을 위한 아주 작은 극장이 온라인을 통해 열린다)

13,000,000

유벨톤심포니오케스트라

유벨톤 TV, 열려라 음악

15,000,000

놈스

무용단 놈스의 VD(virtule dance) ‘처용’

15,000,000

림스 타악기 앙상블

LIMSTAR MEDIA CHANGE (림스타 미디어 체인지)

오울구

그들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

11,000,000

김도윤

유튜브 채널 [연극배우 도자기]

3,000,000

김미경

소프라노 김미경과 함께하는 음악 기행

9,000,000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씨앗

보물산 탐험대

김태훈

조각모음 프로젝트

극단드림

온라인으로 만나는 “뮤지컬 정글뉴스”

20,300,000

대전판소리고법보존회

온라인으로 만나는 대전판소리고법 ‘대전고법TV’

17,000,000

극단셰익스피어

어린이 전용 온라인 공연장 [팡팡]

27,500,000

극단놀자

온라인 미디어 아트 체인지업

13,500,000

더블유(W)앙상블

인공지능 작곡가와 연주자 대결(W앙상블)

17,000,000

극단아신아트컴퍼니

희곡 뒤, 담화

20,000,000

채수남

작곡가 채수남 창작예술가곡 창작과정과 비평 영상컨텐츠

12,000,000

이원희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15,000,000

Eidos

별별캠서트

16,000,000

조하나

감정의 바다

10,000,000

(사)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대전아트컬렉션 (Daejeon Art Collection)

30,000,000

(사)마당극패 우금치

프로젝션,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창작마당극<적벽대전>제작과정과공연을담은
메이킹영상제작

22,000,000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대전 문학 아카데미

꼬씨꼬시

드로잉콘서트 ‘내 이름이 꽃이다‘

14,500,000

국제연극연구소H.U.E

쎄쎄쎄 [세자매가 하는 세자매의 세계이야기]

18,000,000

위즈엔터테인먼트

RAP(Restart art project) 프로젝트

18,000,000

극단떼아르트고도

온라인 미디어로의 도전! '트롯 사극, 기록의 흔적'

18,000,000

현대마임연구소 제스튀스

contact - Untact - Newtact

16,000,000

강혜련

흙으로 피어난 오방색과 와당

7,000,000

극단손수

손수 만드는 비대면 연극 & 영화

16,500,000

이주영

3인의 코멘터리, 1인극의 모든 것

10,500,000

극단백경

2021_연극 갈매기_이 시대의 청년과 사랑

15,000,000

블루프렘인아트

예술을 담다

11,500,000

홍석재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

소시우스

한국인은 오늘도 좀비떼를 헤치고 출근을 한다.

15,000,000

이희찬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12,000,000

비고

2,700,000

4,000,000

16,000,000
9,000,000

7,000,000

6,000,000

□ 심의위원 명단
❍ 김이석, 김지훈, 유필조, 정선기, 황치준

□ 심의 총평
❍ 본 사업에 160건의 많은 신청이 있어 그만큼 지역예술계가 어렵다는 반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의에 임하였음.
❍ 사업목적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정에 고려하였음.
❍ 사업 선정의 기준은‘사업의 구체성’과‘사업의 확장성’,‘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사업의 이해도’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음.
❍ 금번 사업을 경험하면서 학습효과를 얻는다면, 향후 지역예술인들이‘온라인’을
통한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 선정 예술인(단체) 대상 사업 안내
- 일시: 2020.9.25.(금)~29.(화) / 개인(단체)별 안내 예정
- 내용: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관리 지침,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안내 등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예산 교부 및 집행
으로 진행됨으로 회원가입 및 등록 필수
❍ 교부신청서 접수: 2020.9.28.(월)~ / 개인(단체)별 안내 예정
❍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급: 2020.10.5.(월)~
❍ 선정 예술인(단체) 저작권 등 사업 관련 교육: 2020. 10월 중 / 필수

□ 문의: 예술지원팀 사업담당자 ☏ 042.480.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