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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 재단에서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기록한 ‘연차보고서’를 매년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끝은 예술꽃을 활짝 피우고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향기 가득한 제주도를 

이루려는데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대미문의 ‘코로나 19’사태가 문화예술 활동을 힘들게 하였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어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 

예술섬 제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 

지역문화 가치 실현,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문화교류 네트워크 추진 등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발전소’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전통을 자랑하던 노벨문학상을 대중음악가수에게 시상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 문화예술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도 개원한 지 21년이 지나 사람으로 치면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혈기를 바탕으로 제주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혁신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정점에 이르던 코로나 19가 최근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사회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비대면 사회현상에 부응한 온라인 공연, 가상전시 등의 콘텐츠는 

업무방식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술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예술인 

지원활동과 도민들의 문화향유 증진 시책을 추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차보고서가 재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모두가 전 생애에 거쳐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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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기능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섬 제주

참여·소통의 제주 문화예술 플랫폼

참여와 

소통

연결과 

공존

포용과 

혁신

지역문화 자원 및
가치 발굴지원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플랫폼 조성

현장중심의
창의적 정책기획

정책 네트워크 확장
및 정책모델링

지역문화정책의
연구.실행 기반구축

경영시스템 고도화,
조직역량 제고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구축

협치 기반
경영가치의 실현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

과제

전략

목표
제주문화의 가치 확장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및
정책의 지역모델화

소통과 혁식의
경영체계 구축

1

2

3

4

5

6

7

8

9

경영전략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문화예술정보 교류

문화예술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



011

010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nual Report 2021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연차보고서

연혁 8.16.

12.31.

4.4.

4.20.

4.25.

6.1.

12.30.

2.18.

3.1.

7.29.

8.31.

11.30.

7.1.

5.31.

3.27.

7.1.

8.31.

9.19.

12.19.

4.

12.31.

8.5.

12.31.

9.16.

11.29.

12.31.

12.31.

8.5.

8.25.

9.25.

1.4.

6

12.31.

4.3.

8.5.

12.31.

1.13.

5.13.

12.8.

9.27.

2.11.

5.28.

8.12.

8.29.

3.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정

법인설립허가

조직구성(사무국(1국 2부), 문화재연구소)

제1대 양창보 이사장 취임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 선정

기관지 『삶과 문화』 창간호 발간

부설 ‘조형연구소’ 설치 / 조직개편(사무처(1처 2부), 문화재연구소, 조형연구소)

『제주문화예술현황』 발간

제2대 고영기 이사장 취임

『제주문예연감』 창간호 발간

『문화예술정책연구』 창간호 발간

제3대 김병택 이사장 취임

『제주도지(濟州道誌)』 편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제4대 강영철 이사장 취임

『제주문화예술60년사』 발간

제주10대 문화상징물 선정ㆍ편찬

전문예술법인 지정(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2009 문화바우처  전국 최우수 주관처 선정

제5대 양영흠 이사장 취임

부설 조형연구소 폐지 / 조직개편(사무처(1처 2부),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소 폐지 / 조직개편(1처 3팀)

부설 제주메세나운동본부 설치 / 조직개편(1처 3팀, 제주메세나운동본부)

2011문화바우처  전국 최우수 주관처 선정

문화예술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제6대 김은석 이사장 취임

제7대 현승환 이사장 취임 

출연기관 지정(안전행정부)

조직개편(1처3팀1센터, 제주메세나운동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인력양성기관」 선정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최우수과제 선정

부설 제주메세나운동본부 폐지 / 조직개편(1처5팀)

제8대 박경훈 이사장 취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2016년도 교육부장관상 수상

조직개편(1처3본부9팀)

예술공간  이아 개관

산지천갤러리  개관

제9대  고경대 이사장 취임

조직개편(2본부6팀)

제10대  이승택 이사장 취임

조직개편(1실10팀)

예술곶산양 개관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위탁 운영

구분 계

정규직
정원외

파견 계약직일반직
공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5급

정원 56 9 14 12 12 47 9 - -

현원 87 3 4 5 14 20 46 7 1 1 32

조직현황

정·현원

(2021. 12. 31.기준)

경영기획실

기획 
홍보팀

미래
문화팀

예술
지원팀

예술인
복지센터

인사팀
공간

기획팀

문화
예술

교육팀

재무
회계팀

서부권
사무소
(예술곶
산양)

지역
문화팀

일상
문화팀

이사장

이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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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분 성명 소속 ·경력 임기

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2020.5.28.

~2022.5.27.

당연직이사

고춘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021.1.15.

~재임기간

이상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시장
2021.1.15.

~재임기간

한   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
2021.7.2.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강윤희 (사)카메라타싱어즈 대표 · 前중등 음악교사

2021.1.20.

~2023.1.19.

김수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위원

박형근 사진작가 · 前굿모닝경기사진축제 총괄기획

안세이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융합학부 강사

양용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조직위원장

윤봉택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이승연 김택화미술관 관장

김세지 건축사사무소 시현 대표

2021.3.2.

~2023.3.1.

김수정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부이사장

박철수 前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장

이종형 (사)제주민예총 이사장

당연직감사 김미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2021.7.2.

~재임기간

선임직감사 한정훈 공인회계사 한정훈사무소 대표
2021.3.27.

~2023.3.26.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2021. 12.31. 기준)

구분
예산액 결산액

금액(천원) 비중 금액(천원) 비중

합계 19,451,199 100.0% 19,304,278 100%

사업수입 17,551,545 90.3% 17,554,073 90.9%

영업수익 1,423,200 7.3% 1,423,200 7.4%

대행사업수익 1,423,200 7.3% 1,423,200 7.4%

영업외수익 16,128,345 83.0% 16,130,873 83.6%

이자수익 50,456 0.3% 65,300 0.3%

임대료수익 28,587 0.2% 28,587 0.1%

보조금수익 7,854,860 40.4% 7,854,860 40.7%

기부금수익 130,000 0.7% 130,000 0.7%

출연금수익 8,023,000 41.2% 8,023,000 41.6%

기타영업외수익 41,442 0.2% 29,126 0.2%

자본적수입 1,899,654 9.7% 1,750,205 9.1%

자본잉여금수입 1,899,654 9.7% 1,750,205 9.1%

잉여금 685,169 3.5% 674,190 3.5%

이월금 1,214,484 6.2% 1,076,015 5.6%

 

구분
예산액 결산액

금액(천원) 비중 금액(천원) 비중
합 계 19,451,199 100.0% 18,166,345 100.0%

경상

운영비

소계 3,620,883 18.6% 3,406,645 18.7%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2,729,587 14.0% 2,532,526 13.9%

기본경비 806,646 4.2% 790,581 4.4%

청사운영경비 84,650 0.4% 83,538 0.5%

사업

운영비

소계 14,424,152 74.2% 13,455,249 74.1%

예술·교육생태계안정화 및 지역화 6,119,800 31.5% 5,921,724 32.6%

예술인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314,592 1.6% 301,489 1.7%

지역문화가치실현 및 도민향유활성화 4,127,260 21.2% 3,469,187 19.1%

지역문화 거점확보 및 예술공간 활성화 3,351,000 17.3% 3,270,934 18.0%

국제문화예술교류 기반구축 413,000 2.1% 399,450 2.2%

문화정책 협력 및 문화서비스 강화 98,500 0.5% 92,466 0.5%

예비비

및 기타

소계 1,406,164 7.2% 1,304,451 7.2%

예비비 191,679 1.0% - 　

반환금 1,214,484 6.2% 1,304,451 7.2%

(2021. 12. 31.기준)

재무현황

세입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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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제21기(2021.1.1.~12.31.) 제20기(2020.1.1.~12.31.)

[자산] 　

Ⅰ.유동자산 4,271,977,798 15,476,257,051

Ⅱ.비유동자산 16,576,666,306 6,374,355,758

(1)투자자산 15,021,817,161 4,721,817,161

(2)유형자산 1,521,348,561 1,606,680,696

(3)무형자산 33,500,584 45,857,901

자산총계 20,848,644,104 21,850,612,809

[부채]

Ⅰ.유동부채 1,458,733,318 1,986,725,853

Ⅱ.비유동부채 18,800,000 18,800,000

Ⅲ.고유목적사업준비금 - 21,330,259

부채총계 1,477,533,318 2,026,856,112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8,530,817,161 18,530,817,161

Ⅱ.보통순자산 840,293,625 1,345,150,115

Ⅲ.순자산조정 - (52,210,579)

Ⅳ.자본전출입 - -

순자산총계 19,371,110,786 19,823,756,697

부채및순자산총계 20,848,644,104 21,850,612,809

재무상태표  

과목
제21(당)기 제20(전)기

제21기(2021.1.1.~12.31.) 제20기(2020.1.1.~12.31.)
Ⅰ.사업수익 16,857,895,118 16,313,242,690

(1) 운영비출연금수익 3,100,000,000 2,754,873,000

(2) 사업비출연금수익 4,674,610,528 4,197,229,243

(3) 문화진흥사업수익 8,844,689,123 9,085,749,980

(4) 기타사업수익 238,595,467 275,390,467

Ⅱ.사업비용 17,139,951,913 16,704,872,918

(1) 사업비출연금비용 4,696,285,278 4,197,229,243

(2) 문화진흥사업비용 8,912,371,956 9,154,488,104

(3) 합리적조직운영비용 3,531,294,679 3,353,155,571

Ⅲ.사업손익 (282,056,795) (391,630,228)

Ⅳ.사업외수익 6,834,546 12,241,825

Ⅴ.사업외비용 250,964,500 20,304,781

Ⅵ.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21,330,259

Ⅶ.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1,330,259 150,000,000

Ⅷ.법인세비용차감전운영손익 (504,856,490) (271,023,443)

Ⅸ.법인세비용 - -

Ⅹ.당기운영손익 (504,856,490) (271,023,443)

운영성과표

(단위:원)

(단위:원)

운영시설 

예술공간 이아

옛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예술공간 이아’는 

과거에 ‘의술로 사람을 치료했던 공간’에서 현재는 ‘예술로 개

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도내 유

일의 예술치유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중앙로 14길 2(B1,3F,4F)

064-800-9300

www.artspaceiaa.kr

산지천갤러리 

옛 여관 건물인 금성장과 목욕탕이었던 녹수장을 리모델링하

여 조성된 전문 갤러리입니다. 사진사뿐만 아니라 민속사, 동아

시아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제주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가 故김

수남(1949-2006)의 기증 작품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기획하

여 선보이는 한편, 원도심을 주제로 한 실험적인 전시 기획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억을 수집하고 이를 문화예술 콘텐

츠로 기획하여 다시 내뿜는 문화의 굴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중앙로 3길 36

064-725-1207~8

www.sjcgalle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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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객주 

약 200년 전 조선시대 객주를 운영하여 부를 쌓은 거상 김만

덕이 당시 나라가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자 사비로 

양곡을 구입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이를 기리고자 객주를 재

현한 공간입니다.

매년 2월 초가지붕 이엉 잇기(지붕 교체)를 진행하여 제주 전

통 생활상을 선보이고, 전통예술공연 및 전통놀이체험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의인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면 제주의 전

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임항로 68

064-726-8801

www.instagram.com/kmd.inn

예술곶산양

폐교된 산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예술곶 산양’은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예술가 간 네트워크 교류 및 창

작활동을 지원하며, 창작작품 전시 및 예술가와 주민간 지역연

계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창작공

간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070-8990-8200

www.sanyang.or.kr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가파도 AiR는 예술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레지던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은 가파도에서 수개월 동안 함께 시간

을 보내며, 저마다의 독창적인 표현을 고민하고 새로운 영감을 

충전한 뒤 각자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건축문

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을 수상한 가파도 AiR는 가파도의 

문화와 역사를 축적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새로운 창작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064-794-8077~9

www.gapado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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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1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nual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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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생태계 안정화 및 지역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82건, 2,589,000천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5건, 460,000천원

•예술공간활성화지원 4건, 90,000천원

•청년예술활동지원 29건, 199,860천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1건, 510,000천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13건, 130,000천원

•유아문화예술교육 5건, 175,000천원

•장애예술인문화예술교육 15건, 250,000천원

예술인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제주형 창작준비금 지원 113명, 226,000천원

•문화예술창작융자 이자지원 24건, 16,009천원

•예술인 역량강화교육 ‘아트내비’ 41회, 363명 참여

•신청대행 행정지원서비스 178건

    (제주 예술활동증명 발급건수: 2,149건)

지역문화가치실현 및 도민향유활성화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157건, 403,957천원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16명 수료, 콘텐츠 제작,개발 20건

•해녀문화지역특성화지원 4건, 320,000천원

•제주공공예술지원사업 88건 조사

한눈에 보는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

지역문화 거점확보 및 예술공간 활성화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 예술공간이아 전시 10회, 관람객 10,224명 

  - 산지천갤러리 전시 10회, 관람객 9,311명

  - 김만덕 객주 방문객 17,741명

•가파도Air 운영 전시 4회, 관람객 3,615명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전시 5회, 관람객 4,300명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 유휴공간 활용한 지역문화재생 2개소

   - 문화거점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7건, 15팀, 1,487명 참여

국제문화예술교류 기반구축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5개 도시, 64명 참여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6개 세부사업 추진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사업 8개국 24명 청년 참여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제16회 제주포럼 문화세선)

   - 총3개국(한·중·일) 5명 연사, 73명 참여

문화정책협력 및 문화서비스 강화

• 정책협력 및 네크워킹 26건(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라-제주권광역

문화재단협의회, 문화도시 및 유관기관, 전주재단 교류전 등)

•재단 20주년 기념 20년간 경영·사업 기록조사

•2020년 제주문예연감 발간 총818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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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nual Report 2021

예술·교육생태계 안정화 및 지역화

예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지역문화가치실현 및 도민향유활성화

지역문화거점확보 및 예술공간활성화

국제문화예술교류 기반구축

문화정책 협력 및 문화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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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발표 지원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755,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사업내용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등 12개 유형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코로나19 방역 적정 대응, 창작환경 안정화 기여

 -  지원사업자 코로나19 방역 관련 서식 완화 및 사업별 방역 현황 점검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행정 명령,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ㆍ유지에 따른 조치

�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

 - 기획ㆍ실무 교육프로그램 ‘아트내비’ 운영

  •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온라인콘텐츠 제작ㆍ유통, 예술인고용보험 등 

구분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실적

건수 지원액

               계 382 2,568,000

예술창작
활동지원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개인 84 278,000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개인/단체 225 1,536,000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개인/단체 5 100,000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개인/단체 11 57,000

제주원로예술인지원 개인/단체 9 280,000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개인/단체 2 13,000

예술활동기록지원 개인/단체 4 21,000

예술창작
준비지원

창작활동준비지원 개인/단체 14 31,000

창작역량강화지원 단체 12 60,000

예술공간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개인/단체 4 120,000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 개인/단체 10 50,000

국제예술교류 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개인/단체 2 22,000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실적 제도개선 의견수렴 민원서비스

41회, 363명 12회, 274명 43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에코오롯)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아트랩와산)

 (단위:천원)

예술·교육생태계 안정화 및 지역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제주 장애예술 창작기반 구축사업_폴리시랩 프로젝트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제주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클리닉 운영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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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연번 분야 상주단체명 공연장명 지원액 비고(소재지)

합계 3개 5개 단체 4개 공연장 460,000

1 음악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80,000 제주시

2 전통 사단법인 마로 문예회관 90,000 제주시

3 음악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김정문화회관 100,000 서귀포시

4 연극 극단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0,000 제주시

5 전통 사단법인 연희단 하나아트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90,000 제주시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목표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연 프로그램

관람객수 예술인 수 참여자수

64회 64회 2,027명 469명 1,137명

사업목적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

�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을 통한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484,000천원 (국비 242,000천원, 도비 242,000천원)

사업대상 도내 공연예술단체

사업내용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 

프로그램 운영(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구분 수행)

추진성과 및 실적

�  코로나19 장기화 불구, 공공 공연장 가동률 및 관람객 증가에 기여

�  공연장-상주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서귀포권 클래식 저변 확대

   - 제주 체임버오케스트라, ‘21년 공연장상주 성과공유대회 우수상 수상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극단가람

사업목적 

�  민간이 운영하는 기초공연예술 공간에 대한 안정적인 창작 

기반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100,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도내 민간 공연예술 공간

사업내용 민간 공연예술공간 기획공연(창작·초청) 지원 등

 

추진성과 및 실적

�  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  동료 리뷰제 시범운영, 평가의 고도화 

(행정평가+전문가평가+동료평가)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계 90,000

레코즈섬
이디홀(2D-Hall) 활성화 지원
사업

22,000

세이레
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동네극장을 
꿈꾸다

24,000

아트락
2021 아트락데이 – 일상이  
간절하다

22,000

채플린소극장 2021 채플린 뮤직페스티벌 22,000

채플린소극장

아트락

세이레아트센터

레코즈섬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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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작고·원로 예술인에 대한 오프라인 자료 통합 관리 및 보존 기반 구축

�  자료의 단순 수집ㆍ보관의 형태에서 공개·배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주 예술의 가치 확산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35,000천원(도비)

사업대상 2019~2020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대상

사업내용  제주 원로예술인지원사업 결과물 디지털아카이브 및 감수

 

추진성과 및 실적

�  디지털아카이브 실적

원로예술인 DB 구축사업

작가 작품 한글자료 기타자료 합계 비고

합계 954 49 1,080 2,083

고영만 327 11 100 438

현병찬 176 16 900 1,092

김상헌 229 0 70 299

현민식 222 22 10 254

(단위:건)

사업목적 

�  제주 장애예술 활동 현황 및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다양한 제주 장애예술 창작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제주 장애예술 기반 구축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6월 ~12월

사업비 180,000천원(국비)

사업내용

  -  (공연예술정책실험실) 장애예술 창작여건 실태파악 및 창작

뮤지컬 쇼케이스

  -  (시각예술정책실험실) 시각예술 공간 리서치에 기반, 장애 

예술인 여정지도 제작

  - (터치투어정책실험실) 야외작품 모형 및 안내책자 제작

 

제주 장애예술 창작기반 구축사업_
폴리시랩 프로젝트

공연예술분야 쇼케이스 시각예술분야 터치투어

공연예술분야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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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내용 성과

공연

예술

정책

실험실

-  워킹그룹 구성(10명): 장애인 6명,  

비장애인 4명

-  제주지역의 공공예술공간 예술공간 이아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의 장애예술창작여건  

실태파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창작뮤지컬  

갈라콘서트 연습 및 쇼케이스 

[정량적 성과]

-  참여자 인터뷰(3회), 창작워크숍(23회),  

쇼케이스 공연(1회), 라운드테이블(1회)

[정성적 성과]

-  장애 친화적 창작 여건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쇼케이스, 미니다큐, 창작공간 모델링)→ 

비장애인 참여자들의 장애감수성 상승

시각

예술

정책

실험실

- 워킹그룹 구성(3명), 협력예술인(5명)

-  국,공립 미술관, 민간예술공간 장애예술활성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실행

-  당사자성 확보와 현장리서치 

(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예술곶 산양,  

가파도창작스튜디오, 문예회관, 잠실창작스튜디오, 

이음센터), 장애예술인 라운드테이블 통해 실행 

콘텐츠 발굴

-  장애예술인(관계자) 의견수렴과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데이터 구축

[정량적 성과]

-  장애예술활성화 체크리스트1종, 창작공간  

리서치(9건), 라운드테이블(30명), 제주 장애

예술 여정지도(2종), 라운드테이블(5회)

[정성적 성과]

-  1차년도(2019년) ~ 2차년도(2020년) 지속연계, 

장애예술인 당사자성 확보, 장애예술정보 접근 

개선, 협업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 장애예술  

창작기반 활성화

터치

투어

정책

실험실

- 워킹그룹 구성(3명): 장애인 1명, 비장애인 2명

-  제주도립미술관 상설전시 작품인 야외 조각품

중 일부를 모형으로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모형을 만지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도를 

높임

-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문 제작

(오디오 및 점자)

[정량적 성과]

-  야외 조형물 모형 4점 제작, 안내판 4개 제작,  

오디오 및 점자 안내책자 1종 제작

- 프로그램 운영(2회)

[정성적 성과]

-  작품모형, 오디오 및 점자 안내책자, 점자 안내판 

등의 제작 시 방법, 유의점 등의 매뉴얼 마련

-  야외 작품 모형 기관(제주도립미술관) 이양을  

통한 지속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사업목적 

�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  장애예술인의 육성을 통한 도내 문화예술 인적 자원의  

다양성 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60,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도내 장애예술인

사업내용  예술활동 준비·지속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

준비금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창작준비금 지원: 5명, 50,000천원 지원 

(1인당 월100만원 10개월간 지원)

�  올해 첫 시행된 제주장애예술인의 창작준비과정 성과 공유

 -  결과보고서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  

(제주문화예술재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이승일 작가

고지운 작가

백주순 작가 고운산 작가윤성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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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코로나로 전시 기회와 판로가 어려운 제주 작가에게 아트페어 등 국내 

미술시장 진출 기반 구축

�  공공기관(장소)에 미술품 임대·전시를 통한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힐링 

기회 제공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8월~12월

사업비 90,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도내 시각예술인 및 단체

사업내용   - (유형 1) 아트페어 참여작가 지원

 - (유형 2) 제주 미술작품 임대전시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제주작가의 미술품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환기

 -  국내 아트페어에 재단 부스 운영 및 도내 보건지소 등 미술작품 임대 전시

제주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아트페어

참여작가 지원

- 대구아트페어 21 제주작가 부스 운영
 · 행 사 명: 대구아트페어 21
 · 전시기간: 2021.11.4.(목)~11.7.(일) 4일간(VIP프리뷰: 11.4.(목) 16시~20시)
 · 아트페어 참여작가: 2명(문창배, 박주애)
 · 전시작품: 참여작가 작품 입체·평면 100여점
 · 작품 판매 실적: 13점

제주 미술작품 

임대전시 지원

- 사업명(보조사업자): ART ×CURE(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지원금: 45,000천원 
 · 기간: 2021.10.1.~12.31.
 · 전시장소:  제주도청(1청사 로비), 유수암리, 저지리, 서광서리, 덕천리, 선흘1리, 

성읍리 보건지소 
 · 참여작가: 강주현 등 30명(60여점)

제주미술품임대전시(서광서리 보건지소) 제주미술품임대전시(유수암리 보건지소)

대구아트페어21 제주부스 전경

사업목적 

�  예술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사업을 체계화하여 예술인  

대상 사업 적합도 향상

�  청년예술가 성장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  제주 청년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도내 예술인 간 연결성 

강화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445,000천원(도비)

사업대상 제주 청년 예술인(만19세-만39세)

사업내용  지원사업 3종(처음발표지원사업, 육성지원사업,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지원사업), 기획사업 4종

(유스버스 네트워킹 사업, 기획프로젝트 스밈, 문화

포털 아트노크, 기획서컨설팅)

 

추진성과 및 실적

�  추진 성과

 -  청년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년도와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업 기획

 - 성장 촉진을 위한 멘토-멘티 협력 프로그램 사업 구축

 -  실제 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운영 방식 효율화로 

수혜자의 편리성 제고

  ·  추진 내용: 지원 사업 공모 시 문의 내용 데이터화하여 기획

사업 공모를 위한 FAQ 제작. 기획사업 공모에 적용하여  

수혜자 행정업무 편의성 제고

  ·  지원사업 공모 대비 기획사업 공모 문의 전화량: 기존 대비 

73%로 감소(지원금 규모를 반영 시)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기획프로젝트 스밈 더 스밈타임 필드트립

기획프로젝트 스밈 성과공유회

유스버스 드라이빙 네트워킹 방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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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

 - 지원사업

사업유형 사업내용
지원실적

건수 지원액

청년예술
처음발표지원사업

청년 예술인의 개인(단독) 첫 발표를 지원(공연 전시 등)
(※ 1인당 4백만원 이내 지원)

5건 20,000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예술적 정체성을 쌓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지원

7건 68,000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지원사업

예술 공간 혹은 작품 창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

6건 22,060

유스버스-제페토 전시 맵 구축 화면유스버스 최종 성과공유회

 - 기획사업

사업유형 내용 비고

유스버스 
네트워킹

• [유스버스 드라이빙] 라디오 방송 운영
• [제페토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플랫폼 확장  
• [온라인 결과자료집] 미디어아트 결과자료집

- 총 127명 방송 참여
- 제페토 누적 조회수1500회

기획프로젝트 
스밈

• [스밈타임] 청년예술인 정기 네트워킹
• [더스밈타임] 청년예술인 기획 필드트립  
• [동휴] 1×2년차 예술인이 함께하는 성과공유회

-  네트워킹 프로그램 총 30건
-  1년차 지원 : 5건, 25,000천원
-  2년차 지원 : 6건, 64,800천원

문화포털 
아트노크

•  제주 청년예술인을 위한 네트워킹 및 포트폴리오 공유  
플랫폼 리뉴얼, 제주 청년예술인 인터뷰 콘텐츠 제작

-  아트노크 홈페이지 
신규등록 콘텐츠|총 69건

[기획서 컨설팅]
Detective.1934

•  제주 청년예술인을 위한 기획서 컨설팅 및 포트폴리오  
구축 방향성 제시 컨설팅 제공

- 총 20명

(단위:천원)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의 광역거점으로서 제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2009년 3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439,800천원

사업대상 도민, 문화예술교육기획자·활동가, 유관기관

사업내용 

  - (지역화) ‘디딤돌’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전용공간 ‘트멍’운영, 협력 사업(포럼)

  -  (일상화) 제주 창의문화예술교육 시범 운영-생태로운 예술생활, 트멍아이 노는아이, 바람, 

감각 그리고 데이터

  -  (고도화) 제주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연구,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문화

예술교육 포럼, 활동가 역량 강화 ROOT(연수, 네트워킹),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아카이빙

 

추진성과 및 실적

�  문화예술교육 지역 협력망 공고화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트멍’운영을 통해 활동/네트워킹 공간 지원, 9개 작은도서관 프로

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협력 릴레이포럼 추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도모

  - 지역문화자원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개발된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 역량 강화

 - 제주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를 통한 센터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 도내 활동 아카이빙(영상, 웹콘텐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데이터 구축

 - 네트워킹, 멘토링, 특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 인력 역량강화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1.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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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구분 지원액
(단위:천원)

지원건수 참여인원

거점조성 ‘디딤돌’ 45,000 9 169

문화예술교육전용공간 ‘트멍’ - 149 228

자율연구모임 24,000 8 28

�기획사업

구분 참여/수혜인원 프로그램 건수 총 운영회차

문화예술교육 포럼 80 - 1

활동가 역량강화 ROOT 41 3 13

창의문화예술교육 시범 운영 108 3 7

홈페이지 38,842

아카이빙 - 70 -

활동가 역량강화 ROOT 테이블토크

지역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아트리치자율연구모임 노리곳간

창의예술교육프로그램 조수국민학교 '트멍아이노는아이' 시범운영

구분 지원 단체&프로그램 지원액
(단위:천원)

운영시수 수혜인원 참여인력 만족도

계 21 510,000 1,553 594 128 90.6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또래와 가족간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소양 함양 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510,000천원

사업대상 

  - 수혜대상: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

  -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이 있는 단체, 기관, 시설

사업내용 

  -  (일반공모)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획공모) 아동·청소년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확대

  - 전년대비 115% 증가('20년 516명 → '21년 594명)

�  새로운 아동·청소년 및 가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 일반공모 신규 5개 단체 선정 및 기획연구 7개 단체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  2개 단체 연구활동(대체활동) 전환, 2개 단체 대면-비대면 혼합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밤과별이야기'

상상창고숨 '세상으로한발 감감술래 작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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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300,000천원

사업대상 

  - 수혜대상: 제주도민(아동, 청소년 제외)

  -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이 있는 단체, 기관, 시설

사업내용 

  -  (일반공모)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획공모)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속가능한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확대

  - 전년대비 127% 증가(‘20년 237명 → ’21년 303명)

�  새로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 일반공모 신규 4개 단체 선정 및 기획연구 5개 단체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  2개 단체 연구활동(대체활동) 전환, 1개 단체 대면-비대면 혼합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구분 지원 단체&프로그램 지원액
(단위:천원)

운영시수 수혜인원 참여인력 만족도

계 13 300,000 1,039 303 68 92.95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제주 옛성을 찾아서'

선흘볍씨마을협동조합 '할머니의 예술창고'

사업목적 

�  장애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장려 및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제공

�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시행으로 제주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전략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일상화 추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70,000천원(도비)

사업대상 -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관, 시설

- (수혜대상) 장애인

사업내용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및 기획사업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총 15곳, 지원금 

250,000천원

�  선정 기관 및 단체 대상 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  초기 기획 컨설팅을 통한 선정단체 대상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방향성 논의

 -  사업운영 후반 컨설턴트 특강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한 사업  

운영 방향 및 애로점 논의, 건의사항 청취 등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자들의 상호 유대감 생성 및  

네트워킹 시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운영단체 지원액
(단위:천원)

프로그램 수혜인원 강사

15 250,000 15 218 84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장애인극단 도란토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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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문화시설의 고유콘텐츠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예술경험영역)에 

연계된 양질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마련으로 지역 

중심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중장기 발전토대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00,000천원 (국비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사업대상 제주도 내 문화시설, 유아교사 및 학부모

사업내용   

 - 도내 문화시설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연수, 프로그램) 추진

 

추진성과 및 실적

�  도내 문화시설의 영·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총 5개소(175,000천원 지원)

�  도내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진행

  - 총 4회 진행(도내 유아교사 34명 참석)

�  선정 문화시설 대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총 9회 진행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지원 문화시설수 지원액
(단위:천원)

영·유아기관
참여개소 수

영·유아프로그램
총 참여자수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참석자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

5 175,000 31 571 34 9

가족단위기획사업

시범프로그램(전이수갤러리)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일자리 및 일거리 

창출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함양과 문화예술

교육사의 전문성 함양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101,000천원 (국비 50,500천원, 도비 50,500천원)

사업대상  

  - 지원대상 : 제주도내 문화시설

  - 수혜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사업내용    

  - 제주도내 문화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지원

  -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교류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성과 및 실적

�  추진성과 

  - 제주도내 문화시설 3개소 선정(공립 1개소, 사립 2개소)

    ·문화시설 3개소의 채용된 인턴(인건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프로그램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 진행 : 전문가 컨설팅 3회, 담당자 모니터링 9회

  - 영유아, 중장년,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연령층 및 대상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기틀 마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시설

수혜자(수)

제주도립미술관 김택화미술관
설문대어린이

도서관

3개소 200명 124명 30명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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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및 실적

기획
사업

치유의 화원展 개최
민관(재단-제주도미술협회/제주청년작가회)이 협력하여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제주시 한라체육관) 내 전시 운영
→ 의료진, 공무원 접종자 및 대기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

예술보건실
운영

예술치유 콘텐츠 제작 과정(연구-개발-실행)을 모델화 하고 사례 공유
→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치유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실행 참여 유도

지원
사업

응급프로젝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문화향유 소외지역 및 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6개 단체, 40,000천원 지원
→ 도민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 기회 제공

백신프로젝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기획자 등이 사회적 이슈,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문화예술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연구→실행 과정을 지원
: 1개 단체, 7,000천원 지원

기획사업 ‘치유의 화원展’ 
참여예술가

기획사업
‘예술보건실’참여자

지원사업 참여단체 지원사업 협력기관

22명 399명 7개 12개

사업목적 

�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활동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의 계기 마련

�  예술치유 콘텐츠의 개발, 보급을 통한 예술치유 활동가의 성장  

지원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통한 예술 치유플랫폼

으로의 정체성 확립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100,0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내 예술가 및 도민 

사업내용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 읍면주민, 노인, 

아동 등 문화향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

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예술치유 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클리닉 운영

지원사업 ‘응급프로젝트-당신의 메리크리스마스’

기획사업 ‘치유의 화원展’

사업목적 

�  도내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정보제공 및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50,000천원 (도비 40,000천원, 자체 10,000천원)

사업내용   ‘제주人놀다’웹사이트 관리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추진성과 및 실적

�  도, 유관기관 데이터 API 연계

  - 도내 문화예술 행사 정보 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 활성화

�  홈페이지 기능개선(메인페이지)

  -  가독성이 떨어지는 행사정보 텍스트 배치 → 시각적인 포스터 배치(가독률 향상)

  - 문화 달력 항목 구분(공연, 전시, 행사, 프로그램 4개 항목)

�  제주人놀다’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매주 도내 문화예술 행사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지면광고, 초성 퀴즈 이벤트,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人 놀다’운영사업

2021 연간 방문자수 행사정보(누적) 등록 예술인·단체(누적) 등록 문화시설(누적)

220,148명 5,419건
342건

※예술인(185), 단체(157)
253건

홈페이지 기능개선



045

044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nual Report 2021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연차보고서

사업목적 

�  제주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자생력 강화로 예술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예술인 복지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사업비 314,592천원(도비 300,000천원, 기부금 14,592천원)

사업대상 도내 문화예술인

사업내용  예술활동 지속 및 예술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동 기반 지원

 - 제주 문화예술창작융자 이자보전금 지원

 - 제주형 창작준비금 지원(인당 2백만원 지원)

 - 예술경영 컨설팅(법률, 회계, 노무 등)

 -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 의료비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 신청대행 행정지원서비스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구분
17~21년도 융자액

21년 이자지원 비고
건수 융자액

계 35 1,051,900천원

24건, 16,009천원시설자금 5 270,000천원

운영자금 30 781,900 천원

추진성과 및 실적

�  문화예술창작융자금 이자 지원을 통한 창작여건개선  

�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독려

인원(1인 2백만원) 지원액

113명 226,000천원

신청대행 
행정지원서비스
(민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예술경영

컨설팅

건수 건수 횟수 참여인원

178건 4건 41회 363명 1건

�  예술인 권익보호 및 자생력 강화

예술인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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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628,060천원(국비 1,819,980천원,  

도비 808,080천원)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사업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

누리카드(1인당 10만원) 발급·이용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정부 합동평가 지표 목표 달성: 예산집행률(예산대비 이용금액) 

92.06%

  * 합동평가 지표 : 광역자치단체(도) 예산 집행률 80%

�  신규 가맹점 발굴·등록: 80개

�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소식 및 가맹점 안내 등 카드뉴스  

제작 게시 65회

 -  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게시, 도내 문화

누리카드 가맹점 안내 인쇄물 제작·배포, 문화누리카드 사업소개 

버스랩핑 광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안내 TV자막광고, 가맹점 

결제불가 POP 제작·배포, 카드사용 불편계층을 위한 전화주문 인쇄물 제작·배포 등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발급매수 발급액 발급률 이용액 이용률

31,710명 26,448매 2,644,800천원 105.27% 2,312,805천원 92.06%

2021문화누리카드 포스터_최종

현장모니터링

지역문화가치실현  및 

도민향유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생활문화예술 참여 · 향유 활동지원사업

지역연계 음악프로그램 운영사업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 공공예술 지원사업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사업

제주 공공미술의 예술성과 로컬리티 발굴을 위한 연구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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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정·도정과제에 의거해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고 지속적인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 환경 마련

�  일상 속 주민 개개인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수용성을 인식하고 즐길 

수 있는 자발적 공동체 생활문화예술 활동 환경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415,0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단체) 및 도민

사업내용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도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지속적인 도민의 생활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누림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 환경 마련

�  생활문화 지역거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생활

문화예술 거점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  생활문화 인식확산 프로그램: 도민들이 생활문화예술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영상) 제작: 7건

�  보조사업자 모니터링&만족도조사 진행: 공모사업 평가 및 환류로 사업효율성 제고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단위:천원)

사업유형 지원건수 지원액

계 87 234,757

청소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12 29,400

찾아가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6 24,500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38 112,400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 11 9,800

코로나19 대응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20 58,657

수플루트주이어앙상블

꿈을 담는 예술항아리

사업목적 

�  클래식, 오페라 등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역 문화공간과 연계한 

음악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 도민 문화향유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15,000천원(도비)

사업대상 클래식 음악 등에 관심 있는 도민

사업내용  클래식과 오페라 감상 및 강의를 통한 도민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문 소양 증진

 

추진성과 및 실적

�  클래식·오페라 음악프로그램 3개 강의 및 특강 2개 강의 진행: 5개 강좌, 28회 강의 진행

 - 프로그램 참여인원: 총 57명

 -  클래식 음악, 오페라 감상과 인문학 강의를 통한 도민의 인문 소양 증진

�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를 통한 생활문화 향유권 확대

지역연계 음악프로그램 운영사업(아랑조을클래식)

지역연계, 까사돌 지역연계, 남문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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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고 지속적인 

도민의 생활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누림 확대를 위한 생활

문화 환경마련 등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사업대상 제주도내 문화예술동호회

사업내용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고 지속적인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누림 확대를 위한 생활

문화 환경마련

  - 지원건수 70건, 지원액 169,200천원

�  보조사업자 모니터링&만족도조사 진행: 공모사업 평가 및 

환류로 사업효율성 제고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시각예술분야_포스나인 시각예술분야_와이즈모션프로덕션(주)

공연예술분야_아우라-즉흥무용

공연예술분야_기타야 놀자

사업목적 

�  뉴노멀 시대의 정책·기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 

인력 양성

�  제주형(型)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150,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진입과정-예비전문인력)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또는 입직희망자  

(성장과정-연구전문인력) 석사학위 이상자 또는 문화예술 

연구·기획 실적이 있는 자 

사업내용 제주형(型)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과정 설계 및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체계성 구축)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전문성 강화) 제주형(型) 양성과정 <문화:소셜플래너> 브랜딩 

개발 및 설계 

  -  전문기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MOU 체결을 통한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진 구성  

�  (전문인력 양성) 

  - <문화:소셜플래너> 15주차 45시수 운영 

 -  교육생별 맞춤형 <퍼스널브랜딩> 지원을 통한 교육생 연구 및 

스터디 활동 지원 

�  (접근성 제고) 온라인 기반 배리어프리 교육콘텐츠 개발·확산 

제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퍼스널브랜딩 콘텐츠 제작
배리어프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16명 16건 4건

교육생퍼스널브랜딩

온라인 배리어프리 교육 콘텐츠 QR 
(박신의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온라인교육콘텐츠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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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공공미술의 로컬리티로서의 가치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

�  공공미술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 공공미술 활성화 

및 도민의 향유권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85,000천원 (도비)

사업내용   

 - 도내 공공미술 지역리서치 및 작품 실태 점검 실태조사  

 - 공공미술 가치 확산 기획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제주 공공미술 지역문화 정책포럼 운영: `21.5월

�  실태조사: 작품 중심의 예술성과 지역기반자료 조사

   - 현장조사: ‘21.8월~11월

   - 공공미술 현장투어 워크숍: ‘21.10월

   - 조사결과 데이터 분류 및 유형화: ‘21.10월~11월

�  기획사업 <제주 공공미술 비대면 아트투어 프로그램>  

기획·제작: ‘21.10월~12월

   ※실태조사, 예술성 및 로컬리티 연구 연계

�  실태조사보고서 발간: ‘21.12월

제주 공공예술 지원사업

지역문화정책포럼

비대면아트투어영상제작 (제주공공미술올레길)

자연,생태_경계선사이에서

사업목적 

�  해녀 문화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브랜드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

문화의 다양성 증진

�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대중적이고 접근성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를 통한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460,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제주도내 문화예술 공연단체

사업내용  해녀가 있는 마을(어촌계)을 대상으로 리서치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화된 해녀마을  

브랜드 공연물 창작 및 실연 등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마을의 지역 특화 브랜딩 및 창작물 제작

  - 총 4개 단체, 총 320,000천원 지원

  - 실행계획 체계화 및 보완을 위한 모더레이팅 6개월 지원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매칭 단체-마을
프로그램명 지원액 공연일자 창작물

단체명 어촌계명

사우스카니발 고내리
물로야 뱅뱅 고치 합주 
-#Crossover Music 그래,  
고내 바다! 그리고 내 바다!

90,000
2021.10.10.
2021.11.9.

음원

놀이패한라산 북촌리
끼 넘치고 질투 많은 뒷개 할망  
춤추다

80,000
2021.10.20.
2021.11.9.

연극

제주춤예술원 하도리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 80,000
2021.10.30.
2021.11.20.

음원, 
무용

제주빌레앙상블 대평리 용왕 난드르 마을의 해녀 이야기 70,000
2021.10.24.
2021.11.21.

음원

사우스카니발 - 고내리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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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공연 홍보 영상 1건, 창작 공연물 4건, 아카이빙 영상 1건, 총 6건 제작

  - 영상 송출(KCTV 방송) 및 유튜브 업로드(조회수 567회, 2021.12.31.기준)

�  지역협력형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및 만족도 조사

  - 마을-단체-재단 MOU체결 4건

  - 공연단체 및 해녀, 지역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만족도 93% 이상, 긍정적 평가 결과 도출

공연횟수 참여인력수 참여자(주민)수 영상송출 유튜브 조회수

8회 123명 490명 184회 567회

제주빌레앙상블 - 대평리놀이패한라산 - 북촌리

제주춤예술원 - 하도리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5호인 송당리마을제 4대 제일(祭日)의 전승형태를 복원하고 전승주체인  

마을 주민과 심방의 전승 의욕 고취 및 굿의 대중적 인식 확산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79,2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민 및 문화예술인

사업내용  송당리 마을제 의식재현행사, 아카이빙 및 부대 프로그램 실행

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신과세제
(음력 1.13.)

- 일시 및 장소 : '21.2.24.(수), 송당본향당
- 참여자: 약 120명
- 내용: 4대 제일 중 신과세제 시연, 심방 7인이 선굿으로 당굿 재현
- 비대면 향유 프로그램 <코로나 극복바람 ‘천개의 바람 꽃’>
 · 전시기간 및 장소: '21.2.25.(목) ~ 3.1.(월), 송당본향당 입구 동백나무길
 · 참여자: 1,000명
 ·  주요내용: 도내 예술인과 협업하여 소원 성취 프로젝트 기획 및 작품구현, 도민 1,000명의 

소원을 담은 동백꽃을 송당본향당 입구 동백나무에 설치하여 전시 진행

영등제
(음력 2.13.)

- 일시 및 장소: '21.3.25.(목), 송당본향당
- 내용: 4대 제일 중 영등제 시연, 심방 3인이 아진제(앉은굿)로 당굿 재현
- 참여자: 약 40명

마블림제
(음력 7.13.)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행사 취소

시만곡대제
(음력 10.13)

- 일시 및 장소: '21.11.17.(수), 송당본향당
- 내용: 4대 제일 중 시만곡대제 시연, 심방 3인이 아진제(앉은굿)로 당굿 재현
- 참여자: 약 50명

참여자 작품제작 홍보실적

1,210명 1,000개 17건

영등제(3.25.(음력2.13.), 송당본향당)신과세제(2.24.(음력1.13.), 송당본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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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제주 공공미술작품의 예술·생태·문화·역사적 가치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 

�  제주 공공미술의 관리체계 정비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7월 ~12월

사업비  50,000천원(국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녥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공모 선정(2021년 6월) 

사업내용  문헌(사례)조사, 공공미술 인식조사 및 전문가FGI, 공공미술작품 가치 분석 등  

  ※ 제주 공공예술 지원사업 연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미술작품 가치 연구·분석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2017년~2020년에 조사된 제주공공미술 작품 기준

 -  공간적 범위: 서귀포시 동(洞) 지역 및 안덕면~대정읍 일대

 -  내용적 범위: 제주 공공미술작품 선행 리서치 및 가이드라인(안) 사례 리서치, 제주 공공미술  

관련 인식조사, 전문가 FGI, 제주 공공미술작품 가치 분석, 가이드라인(안) 설계 

제주 공공미술의 예술성과 로컬리티 발굴을 위한 연구

추진성과 및 실적

�  (질적성장 기반 마련) 제주 공공미술 생애주기에 따른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제주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리 책임의식 강화

  - 제주 공공미술의 기획, 제작, 유지관리 방향성 제시 

  - 제주 공공미술의 통합 관리체계의 기반 마련 

�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 예술성, 지역성(로컬리티), 역사성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발굴 및 심층연구를 통한 

스토리 개발(10개 작품)로 지역문화 자원화    

전문가FGI 최종보고회

사업목적 

�  폐자원 활용 공공미술 작품 구현으로 업사이클링의 가치공유 

및 확산

�  업사이클링 행사를 통해 도민의 자원순환인식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9월~12월

사업비 45,0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민 및 문화예술인

사업내용  

  - 생활 속 폐자원 활용 작품 제작설치 및 과정기록

  -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및 예술가와 연계한 협력 사업추진

  -  ‘폐자원 활용’이라는 공공영역의 사회적 이슈를 표현하기 위해 도민과 예술가의 융합 업사이클링 작품 제

작 과정 및 아카이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 도입의 도민(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기획·실현 

및 생활 속 폐자원 활용 작품 제작설치 및 과정 기록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비대면 방식의 
도민 의견(아이디어) 접수

- 모집대상: 도내 어린이 대상(7~13세 이하)
- 모집기간: 9.16.(목)~9.30.(목) / 14일간
- 모집방식: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구글 폼) 접수
- 모집내용: 환경관련 아이디어(글, 그림) 접수
- 모집결과: 총 114건(글 11, 그림 103)

도민 의견(아이디어)을 
모티브로 작품구현

- 참여작가: 5명(기획1, 조각2, 섬유2)
- 제작내용: 폐자재 활용 디딤돌 40, 간판 1, 에코백 200ea 제작

행사(전시회) 진행
- 기간: 10.16.(토)~10.17.(일) 10~17시
- 장소: 한라도서관 숲마루 쉼터 내
- 내용: 어린이들의 생각을 모티브로 제작된 업사이클링 공공미술 작품 전시

홍보 영상 제작 - 업사이클링 과정 및 참여자 대상(예술인&어린이) 인터뷰 영상 행사(전시)장 내 상영

행사(전시회) 기간 참여자 작품제작 홍보실적

10.16.(토) ~10.17.(일) 284명 241개 28건

숲으로 오라(한라도서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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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예술가, 기획자의 창작활동 및 발표 기회 확대, 도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창작-매개-향유) 선순환 구조 마련

�  원도심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공간의 특성화,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의 공공성 확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1,153,0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내 예술가 및 도민

사업내용  제주시 원도심 내 문화예술공간 3개소 운영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공간명 위치 시설 운영시간 휴관일

예술공간 이아
제주시 중앙로 
14길 2

갤러리(B1F), 
이아살롱 및 교육실(3F),
창작스튜디오 및 아트랩
(4F)

평일 09:30~21:30
주말 09:30~18:00
※ 전시실 관람시간
-10:00~18:00
(입장마감 17:00)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재단 개원일(4.25.)
근로자의 날(5.1.)

산지천갤러리
제주시 중앙로 
3길 36

코워킹스페이스 및 
아카이브존(1F),
기획전시실(2F~3F),
상설전시실(4F)

10:00~18:00
(입장마감 17:00)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재단 개원일(4.25.)
근로자의 날(5.1.)

김만덕객주
제주시 임항로 
68

전시동 4동,
객주 1동, 주막 1동, 
관리동 1동 
총 초가 8개동

09:00~18:00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신정(1.1), 설날 및 추석 
당일

도민참여 프로그램 ‘예술로놀이터’ 도민참여 프로그램 ‘이아 예술로 느긋해지는 곳’

지역문화 거점확보 및 

예술공간 활성화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민간 문화예술 공간지원사업 ‘무지개프로젝트’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사업

미술주간 연계프로그램 운영 ‘예술로이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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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및 실적

�  공간별 추진 성과

  • 예술공간 이아

   -  도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치유’를 주제로 한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으로 예술치유의 가치 확산

   -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예술치유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산지천갤러리

    -  산지천 일대 및 원도심을 주제로 한 도내 예술가의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가치를 예술로 

확산 

   - 故 김수남 작가의 기증 작품 및 소장품을 연구하고 상설전을 개최하여 소장품의 가치 제고

  • 김만덕객주

   -  제주 전통 생활 양식 전시 및 매년 이엉 잇기(초가지붕 교체)를 진행하여 옛 선조들의 전통 생활상 

체험 기회 제공

   -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알리고 기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전시연계 프로그램 '하나의 정원'소공간 프로그램 ‘이아놀이터작가와 함께’

예술공간 이아 기획전 - 삶으로서의 사유

�   예술공간 이아

전시
전시연계 
프로그램

레지던시 
입주 작가

인큐베이팅 
참여단체

도민참여
프로그램

대관 운영 공간 방문객

10회/
10,224명

42회/
297명

17명 7개 단체
25회

/200명
353건

/3,539명
7,064명

�   산지천갤러리

전시 전시연계 프로그램 도민참여 프로그램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10회/9,311명 14회/255명 14회/138명 3,894명

�   김만덕객주

도민참여 프로그램 공간 방문객

6회/202명 17,741명

산지천갤러리 상설전산지천갤러리 '원도심 아카이브'

김만덕객주 '이엉잇기' 예솔공간 이아 레지던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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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폐교 공간을 적극 활용,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공간적 가치 재창출 → 지역 문화 재생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500,0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민, 문화예술인 및 전 국민 

사업내용  레지던시·기획전시·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소장품전 <담아,봄>  

개최: '21.3.16.~4.25.

�  2021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선정 및 입주: '21.3.~4.

  - 접수 : 44팀(도내 11, 도외 33)

  - 입주 : 6명(도내 2명, 도외 4명)

�  레지던시 입주작가 프리뷰전 <산양시선> Ⅰ,Ⅱ  

개최: '21.5.~9.

�  제주 서부권역 문화자원 조사: '21.6.~12.

�  서부권사무소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21.7.~12.

  - 산양리 마을문패 만들기, 아카이빙자료 책자발간 등

�  2021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산양수업-1교시> ‘쿨한 사이 모빌로 업시키기’ 운영

  - 기간: '21.7.~12.

  -  내용: 지역주민·입주작가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키트활용 비대면 리사이클링 제작 교육)

�  예술곶산양 공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1.9.~12.

  - 아트큐브 정비 및 체험공간 조성 등

�  기획전시 <제주의 서쪽_바람>전 개최: '21.10.1.~11.7.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

2021 레지던시 결과보고전<산양연회>

2021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산양초청>

�  서부권 마을주민 향유 프로그램 <산양리 노을 음악회> 개최: '21.11.13.

�  2021년 예술곶산양 오픈 스튜디오 및 결과보고전: '21.10.~12.

  - 오픈스튜디오 <산양초청>: '21.10.8.

  - 결과보고전 <산양연회> : '21.11.27.

�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산양수업-2교시> ‘산양리 사랑과 영혼’ 운영

  - 기간: '21.11.~12.

  - 내용 : 지역주민(부부) 대상 도예 제작 체험

�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산양수업-3교시> ‘기억을 기록하다 4·3과 나’ 운영: '21.12.

�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커뮤니티 프로그램 <산양수업-4교시> ‘제주도의 동서남북’ 운영: '21.12.

�  2022 예술곶산양 입주작가 공모 및 심의: '21.11.~12.

�  방문 및 이용객 현황

구분 세부 운영기간 프로그램(건수) 참여자수

공간운영
예술곶산양 ‘21.1.~12. - 4,300명

대관 ‘21.10.~12. 8회 80명

�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세부 운영기간 프로그램(건수) 참여자수

프로그램

전시 ‘21.3.~12. 5 4,300명

지역연계 ‘21.4.~11. 5 1,236명 / 160가구

레지던시 ‘21.3.~12. 8건 19회
158명

(입주작가 6명)

기 타 ‘21.1.~12.
홍보 319건, 

아카이빙 1,223건
-

산양리 노을음악회2021 레지던시 지역탐구<산양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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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공간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방안 마련

�  도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전용 공간 조성 및 도민의 문화예술

공간 향유 기회 증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간 문화

예술공간 역할 재조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6월 ~12월

사업비 180,000천원(도비)

사업대상  도내 예술가 및 도민

사업내용  민간 문화예술공간 각 특성을 살린 도민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추진성과 및 실적

�  민간 문화예술공간 총 7개 단체 선정, 도민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공간 활성화 기여

민간 문화예술 공간지원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예술치유페스티벌주간 ‘희망이음 프로젝트’

예술치유페스티벌주간 ‘예술로 숨쉬다’ (단위:천원)

- 참여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공간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퐁낭아래귤림
마을의 고목, 
팽나무 아래서

마을의 고목인 나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예술
가들이 지역민들과 교류를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마음빛그리미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한 전시연계 사진치유 프로그램 및 전시, 공연

넙빌레프로젝트
뿌리고 날리며 
그린 춤

천을 이용한 창작동작들로 무용동작을 함께 해보며 서로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개인적 활력을 얻는 치유프로젝트

무용다방
(無用多方)

정오의 열린 즉흥  
“NooN”

일상의 안부 묻기를 주제로 ‘정지하는 몸’의 리서치와 워크숍 진행

그녀들의 Am 걱정은 내게 맡겨 인형극을 통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

제주팝스
오케스트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생활 폐품으로 악기를 만들고, 팝스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공연에 맞춰 합창/합주를 하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아이aie

함께-넘어 
(성인발달장애인 
예술치유프로젝트

장애를 뛰어넘는 예술·치유 멘토링을 통해, 전시를 통한 성인 
발달장애인-예술가-지역 내 주민 간 예술로써 치유와 공감대 
형성 

�  예술공간 이아 내 ‘예술치유 페스티벌주간’추진,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홍보하고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예술로써 치유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참여공간 4개소 예술치유 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송으로 송출하여 민간 문화예술공간 홍보 및 

예술치유 프로젝트 도민 간접 향유 기회 제공

참여공간 지원액 예술치유 주간 페스티벌 참여자 예술치유 영상콘텐츠 송출 건수

7개소 121,000 173명 4건

무용다방그녀들의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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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유휴/민간) 형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

�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서비스 확대를 통해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3월~12월

사업비 1,000,000천원(도비)

사업대상  제주문화예술인, 지역주민, 국내외 예술가 등

사업내용  제주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추진

추진성과 및 실적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재생 <연결공간> : 총 2개소(동부권:조천야학당, 서귀포권:중문119센터)

 - 다양한 주체참여로 문화거버넌스 구축

 - 기존 문화공간 조성 프로세스 개선

 - 새로운 유휴공간 문화재생 모델 발굴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가을 파도의 노래 공연(가파도AIR)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  문화거점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고치:가치>

  - 총 7건 권역별 지역문화 프로젝트 지원 및 진행

권역구분 컨소시엄 문화매개자(기획자, 예술가 등) 향유자(지역주민 등)

제주권역 2건, 동부권역 2건, 
서부권역 2건, 서귀포권역 1건

15팀 172명 1,315명

� 문화소외지역 문화서비스 확대 <예술요원>

  - 읍·면·동 공연프로그램 진행: 총 44회

�  문화예술섬 포럼 및 네트워킹

  - 상반기 포럼 1회, 하반기 네트워킹 데이 1회 개최

�   2021 제주문화지표 조사 및 연구

  - 제주문화지표 대분류 7건, 중분류 17건, 소분류 56건, 세부 지표 131건 문화지표체계 구성

�  2021 제주문화예술섬 정책과제 개발 연구: 전략과제 7건, 특별과제 2건 발굴

� 문화예술섬 홍보 콘텐츠 체계화

홍보성과

세부 홍보

브랜딩로고
보도자료 

배포
홍보영상 

제작
기자단 
콘텐츠

아카이빙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170건 5건 88건 18건 25건 1건 31건 2건

몬딱 예술학교 문화예술강좌 종합발표회 오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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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조성: ‘가파도’섬마을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

와 생태, 인문,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생태계 조성

�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문화예술 전문가 및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창작의 산실이 되어 장기적 문화가치 실현하는 문화

예술의 축 역할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3월~12월

사업비 511,000천원(도비)

사업내용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및 국제 자문위원 운영 

 전시·연구·학술·지역연계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공간현황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12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4,701㎡, 건축연면적 963.91㎡

운영시간  레지던스: 00:00 ~ 24:00

 갤러리: 10:00 ~ 16:00 (※전시 운영 시)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여객선 결항시 

추진성과 및 실적

�  국제 레지던시 시스템 정비 및 개선

 - 국제 레지던시 운영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 국내외 자문위원단 위촉ㆍ운영 및 온라인 자문위원회 개최

 - 국내외 입주작가(해외2, 국내3) 선발/유치로 국제 레지던시 기반 마련

 -  가파리 마을회, 현대카드 등 문화예술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진행 

으로 협력 기반 구축

 - 레지던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 시설ㆍ안전 관리 및 예산 집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운영사업

작가와의 만남X동네서점(어나더페이지, 키라네책부엌)

[아티스트 토크] AiR Talk _ BTS 가파도 AiR
(메종글래드 아메티스트 홀)

가파도 AiR 입주작가 필드트립(제주도내 문화스팟)

�  국제 레지던시 운영 활성화

 - [창작지원 프로그램]입주작가의 창작활동계획에 따른 창작 여건 조성 및 다각적 창작활동 지원

  •2021 오리엔테이션+가파도 문화탐방 리서치 : '21. 9. 9.

  •[월례회의]라운드테이블 : '21. 10.12. /11. 1. /11. 26.

  •[문화탐방리서치]필드트립 : '21. 10. 19. ~ 10. 21.

 - [전시 프로그램] 다양한 전시 개최로 대중과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

  •2018-2019 입주작가 기획전시 <가파도 메모리즈> : '21. 7. 29. ~ 9. 30.

  •2021 가파도 AiR 오픈스튜디오 : '21. 11. 26. ~ 11. 28.

  •2021 입주작가 기획전시 : '21. 11. 26. ~ 12. 19.

  •2021 아트제주 가파도 AiR 입주작가 참여전시 : '21. 11. 25. ~ 11. 28.

 - [연구/학술 프로그램]질적 연구 수행으로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 향상 및 유의미한 학술자료 5편 생산 

  •[전문가 비평워크숍] AiR Critic : '21. 10. 29. ~ 11. 14.

  •[아티스트 토크] AiR Talk_<BTS: 가파도 AiR> : '21. 11. 25. 

 -  [지역연계 프로그램]지역연계 콘텐츠 개발로 작가와 지역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지역예술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 수행

  •[작가와의 만남×동네서점] : '21. 10. 30. ~ 11. 11.

  •[작가와의 만남×가파초] : '21. 11. 2. ~ 11. 16.

  •[영상스크리닝] AiR Night : '21. 10. 9. ~ 11. 26.

 - [아카이브 구축] 가파도 레지던시 자료 현황 파악 및 목록화, 기록화로 아카이브 기초 마련

 - [홍보 활성화]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오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수행

�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네트워크 기반 마련

  •국제협회 가입 및 회원활동: Res Artis/ AAC/ ICOM

 - 국내 네트워크 기반 마련

  •[국내 창작공간 네트워킹 데이] 도약과 변화를 위한 Artist in Residence 집담회 

    일시: '21.11.26.(목), 17:30~18:30(온·오프라인 병행진행)

    참여기관: 서울문화재단 외 총 10개 국내 창작공간 참여/ 총 21명 참석

     내용: 코로나 19 장기화 및 레지던시 운영의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광역재단 및 국공립 레지던시 유

관기관 집담회

  •국내 레지던시 기관 간 협력 기반 마련 회의

    일시: '21. 9. 16. / 10. 8. / 12. 3. / 12. 10. / 총 4회

    참여기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외 총 4개 도내외 창작공간 참여/ 총 21명 참석

    내용: 도내외 레지던시 기관들과 관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업 협력방안 도출

구분 프로그램(건수) 운영일수 참여자수 비고

국제레지던시
입주프로그램

레지던시 91 입주작가 5명

국제레지던시
운영프로그램

창작지원 3 6 입주작가 5명

전시 4 81 3,615명

연구ㆍ학술 2 11 입주작가 5명, 전문가 5명

지역연계 3 12 171명

국제레지던시
커뮤니티

네트워크 17

홍보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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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 미술주간' 운영

기간에 다양한 미술 관련 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체가 미술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산자 및  

향유자를 발굴·확대함

�  ‘진입’과 ‘관계’를 키워드로 예술가, 진입기 청년 예술가, 미술

전공 학생,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미술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미술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0월

사업비 12,000천원(국비 7,000천원, 도비 5,000천원)

사업대상  도내 예술가 및 도민

사업내용  ‘미술주간’운영기간에 예술공간 이아에서 전시 및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참여작가의 작업실을 오픈하여  

작가-향유자 소통프로그램인 ‘같이 걸을래’를 운영하여  

예술가와 관람객이 대면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할 기회 마련

�  예술공간 이아 창의교육실을 전시장으로 조성, ‘아침여섯시’를 

운영하여 진입기 청년예술가와 기획자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교육실 공간 활용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제시함

미술주간 연계프로그램 운영(예술로이아로)

참여작가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상설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비대면

10명 5개 3개 2개 769명

‘같이 걸을래’ 프로그램

‘아침 여섯시’ 프로그램

국제문화예술교류 기반구축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 캠프사업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사업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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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실적

프로그램
명칭

사업명 내용 비고

-
닝보시 제주도의 날 
참가

닝보시 제주도의 날 기념으로 제주 문화 집중 홍보주간 
운영지원 

서적 50권
사진 50건
영상 7건 제공

연연함
한ㆍ일 
청소년 커버댄스

①  각 도시의 문화유산 및 시설을 배경으로 한 K-POP, 
J-POP 커버 댄스 영상 제작

② 3도시 학생 간 네트워킹(제주, 청주, 니가타)
③  제주 문화 교육 및 춤 멘토링 프로그램(총 7회)

참여자 수
26인

심·연
한ㆍ중 바다의 여인 
교류전(展)

해녀와 취안저우 혜안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로
한 전시 기획 및 개최

총 22인
총 40작품 전시

사연
한ㆍ중ㆍ일 청년 
생태 예술가 네트워킹 및 
협업 프로그램

생태예술을 주제로 협동 콘텐츠(달력)를 제작하여 ‘환경
보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

총 12인 참여 및 
네트워킹

한중 바다의 여인 전시 개막식한일 Kpop 커버댄스 사업(연연함) 춤 멘토링 현장

교류 도시 참여 예술인 수(제주) 프로그램 진행

총 5개 도시
(닝보, 나라, 취안저우, 청주, 니가타시) 

총 64명
총 17회

(네트워킹 등 행사)

사업목적 

�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문화교류 활동으로 문화예술 경험  

기회 확대

�  홍보 활동을 통한 국제 문화예술 교류 도시로서의 제주 위상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63,000천원(도비)

사업대상  제주도내 예술인,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업내용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국제 자매·우호 도시 등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 행사, 신규 

한중일 공동 문화콘텐츠 제작 등 국제문화 콜라보  

기획

추진성과 및 실적

�  추진 방식

기본 콘셉트

1. 연속성: 제주-닝보-나라 파트너십 5주년

2.  동행: 실버문화, 청년문화, 어린이 미술교육 등 모든 세대와의 동행

3.  더디다: 코로나19 확산 더디도록 온라인 교류 추진, 환경오염방지 주제 콘텐츠 제작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고, 사업의 차례와 언어유희를 결합해 “카피라이팅+사업내용”기획에 활용

두번째 사업 : 연연함(연연函)

세번째 사업 : 심연(심ㆍ연)

네번째 사업 : 사연_Episode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한일 Kpop 커버댄스 사업(연연함) 성과교류회

청년 생태예술 협업프로젝트(아트캘린더) 비대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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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2012년 5월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제기한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정신에 따라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지방 도시간 긴밀한 문화교류 추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40,000천원 (도비)

사업대상  제주, 닝보시, 나라시 청소년

사업내용 

  -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캠프 사업 3개국 공동 주제 및 방향 

온라인 협의

  -  제4기 제주문화외교관 선정 및 제주문화클래스 운영

  -  제주, 닝보, 나라 3개 도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 

추진

추진성과 및 실적

�  추진 성과

 - 추진사업 기획 고도화

 - 추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  국제교류 역량 강화 노력, 사업 참여자 SNS 직접 소통하게 하며 일상적 네트워킹 기회 확대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캠프사업

교류 도시 프로그램 내용
제주 

참여자
공식네트워킹 횟수

국제교류 
총 참여자 수

총 2개 도시

(닝보시, 나라시)

- 기획 제주문화클래스 운영

- 온라인 한중일 음악워크숍

- 온라인 한중일 서예 워크숍

- 온라인 한중일 성과공유회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간담회

12명 8회 243명

서예 워크숍

음악 워크숍

사업목적 

�  UCLG-ASPAC(아시아·태평양권) 문화분과위원회 활동 등  

세계문화도시와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지속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80,000천원(도비)

사업대상  한국, 중국, 일본 예술인 및 청년예술인 등 

추진성과 및 실적

�  세계문화도시들과 국제문화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및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국제 네크워크 형성 제고 및  

제주문화 홍보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제주-아오모리 청년 관현악앙상블 탐라문화제 합동공연
(제주아트센터)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내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국제적 시각 
확장 및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4회
(참가자 총 154명) 

2 UCLG 문화정상회의 참가

UCLG 문화정상회의 The Cultural 
Power of UCLG Sections에서 UCLG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발표

3 한·중 장애인 미술교류전시
제주도ㆍ산시성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교류 전시

온·오프라인 전시 
국내외 장애예술인 10인 

4 한중일 디카시 국제공모전시
한중일 30여개 도시 대상 디카시 작품 
공모 및 선정, 전시회 개최

3개국(한, 중,일), 16개 도시, 
50명 작가, 55점 작품

5 자매·우호도시 5주년 기념사업

제주-홋카이도 성악가 교류 사업
(우호도시 5주년 기념)

탐라문화제 합동공연
반반콘서트

제주-아오모리 관현악앙상블 교류 사업
(우호도시 5주년 기념)

탐라문화제 합동공연
반반콘서트

6
제주-오키나와 청년 창작 전통
무용 협업 교류사업

제주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주참가자 
공연 홍보영상 제작 및 국제교류도시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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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 예술 전문가와 함께 레지던시를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 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JDC 100,000천원)

협력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대상  국내/외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국내: 제주와 연관 있는 청년 / 국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

사업내용  글로벌 문화예술 전문가와 국내외 청년예술인들이 함께 지역가치와 연계한 ‘문화 기획, 연구,  

성과물’도출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및 실적

�  추진성과

  -  국내 체류 해외 청년(12명) 및 국내 청년(12명) 총 8개국 청년예술인 들이 첫 레지던시를 통한 제주문화  

이해와 예술 역량 제고 

      (참여국가: 브라질, 싱가포르, 베트남, 나이지리아, 스위스,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병행 5회 행사 진행, 사전강의 및 워크숍 총 13강 진행 

 -  4개 팀 별 제주의 자연과 문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지역 상생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기획, 

시각,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결과물 도출 

제3회 UCLG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사업 

팀 주제 내용 창작결과물

가시리
팀원들의 주관적 시각과 관점으로 
본 가시리마을

Gasiriture
(Lidar scanned + 3D sculpting)

3D조각기획, 영상 2

Gasiri at a Glance
(Photograhy + AI)

영상 1

가파도
가파도 식물일지 가파도 식물 수집 및 재해석 사진, 영상 4

A Journey through GAPADO 가파도 홈페이지 

교래리 우리는 바람을 함께 품었다.
보이지 않는 것ㆍ정신ㆍ빈틈ㆍ숨을 
쉬다ㆍ관계

퍼포밍 영상 3

비양도 관점, 새로운 몸, 소통
오감으로 비양도 섬을 느끼며 노래 
창작

 음악, 영상 2

성과공유회

사업목적 

�  제주를 중심으로 국제문화포럼을 개최하여 제주의 문화적  

역량 확장

�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팬데믹시대  

문학적 메시지 전파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장소 제주 해비치호텔 다이아몬드홀A

주최/주관 제주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제주평화연구원

대주제 <지속 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세션명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사업비 30,000천원 (도비)

동시통역 한·중·일·영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제16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추진성과 및 실적

�  세션주제: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구분 역할 성명 소속 및 활동 비고

국내

좌장 고명철 문학 평론가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평론가/남

연사 1 은희경 제29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2021),《새의 선물》작가 소설가/여

연사 2 장이지 시인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교 교수 시  인/남

국외
연사 3 루민

중국 문학 최고 권위상 루쉰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16개국 언어로 번역·출판

소설가/여

연사 4 카토 아스코 문학 평론가/ 공립 쓰루대학 교수 평론가/여

�  주요성과

  - 제16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총 3개국(한, 중, 일), 총 5명 연사 참석

  - 현장 참가자: 총 24명(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 일반참가자 등)  

  - 사전 부대프로그램 참가자: 총 49명(1회차 24명, 2회차 25명)

  - 보도기사: 총 11건

제 16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제 16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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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전년도(2020년) 제주문화예술계의 활동상을 정리하여 문화

예술 활동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 활용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4월~9월

사업대상 2020년 도내외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사업내용  제주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도내 문화

예술단체, 문화시설 현황 수록

추진성과 및 실적

�  2020 제주문예연감 발간

  - 세부내용: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각 장르별 활동 현황 수록

  -  수록사항: 818건(문학분야 159건, 시각분야 344건, 공연분야 

294건, 축제분야 21건) 

  - 기타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현황 등

제주문예연감 발간사업

2020제주문예연감

문화정책 협력 및 

문화서비스 강화

제주문예연감 발간사업

기관 정보 플랫폼 기획사업

문화정책 협력 네트워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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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관 콘텐츠 정보기획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계의 문화정보

서비스 확대

�  기관 온라인플랫폼 개선을 통해 온택트 서비스 단계적 구축 

모델링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66,000천원 (자체)

사업내용  온라인 플랫폼 개선, 「삶과 문화」 및 연차보고서 제작

추진성과 및 실적

�  온라인 플랫폼 개선(재단 공식홈페이지)

  -  반응형 웹 적용, 웹 표준 및 접근성·호환성 준수, 디자인 변경, 

텍스트 페이지 → Quicklook 적용, 메뉴 구조도 재정립

�  「삶과 문화」 및 연차보고서

  -  「삶과 문화」 온라인 연재형 콘텐츠 제작 4건 및 상·하반기  

발간물 제작, 홈페이지 등록

  - 연차보고서 1건 제작 및 홈페이지 등록

기관 정보 플랫폼 기획사업

홈페이지 개선

「삶과 문화」 80호

사업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환경 대응 및 문화정책 거버넌스 강화

�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경영 및 사업 등 지나온 노력과 과정을 아카이빙 및 기록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사업비 28,000천원 (자체)

사업내용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문화도시, 문화 거버넌스 회의 진행, 재단 문화예술 콘텐츠 아카이빙 

및 기념식 개최 등

추진성과 및 실적

�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아카이빙

  - 재단 20주년 기념식 개최 

  -  재단 경영(결산,업무보고,이사회,육성기금 등) 디지털(pdf,excel) 아카이브, 재단 프로모션 페이지 개발 1건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문화도시 회의·포럼 등 네트워킹 활성화

  -  문화정책 거버넌스 회의 4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7건, 호남권 3건, 문화도시 및 유관기관 6건

  -  전주-제주 ‘교감과 연대’교류전 개최 1건, 2021년 제주를 빛낸 예술인 시상식 개최 1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주의료원 등 MOU체결 총 14건

문화정책 협력네트워크 사업

2021 제주를 빛낸 예술인 시상식(제주시소통협력센터)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재단대회의실) 전주-제주 ‘교감과 연대’ 교류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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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재단 업무협약(2021.7.2.)제주빌레앙상블-대평리(2021.6.30.)

전문인력양성_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2021.6.24.)놀이패한라산-북촌리(2021.6.23.)

사우스카니발-고내리(2021.6.22.)(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2021.6.11.)

전주문화재단 업무협약(2021.3.25.)제주의료원 업무협약(2021.2.22.)

기관명 체결일 협약내용 담당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1.14. 문화예술콘텐츠 정보공유 기획홍보팀

제주의료원 2021.2.22. 제주도 예술인의 건강증진과 지역 문화 발전 기획홍보팀

전주문화재단 2021.3.25. 문화예술 진흥 및 상호 지원 확대 기획홍보팀

가파리마을회 2021.4.12. 가파도 레지던시 주민참여와 협력 미래문화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
단체총연합회

2021.6.11. 장애인문화예술 발전과 진흥 기획홍보팀

사우스카니발-고내리 2021.6.22.
마을 고유의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지역문화팀

놀이패한라산-북촌리 2021.6.23.
마을 고유의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지역문화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21.6.24. 제주형(型)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모델 구축 지역문화팀

제주춤예술원-하도리 2021.6.25.
마을 고유의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지역문화팀

제주빌레앙상블-대평리 2021.6.30.
마을 고유의 브랜드 공연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

지역문화팀

울산문화재단 2021.7.2.
지역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 기여

기획홍보팀

현대카드 2021.8.6. 가파도 레지던시 운영 및 교류협력 확대 미래문화팀

광주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9.8.
전라·제주권 고유의 문화 정체성 발현 및 광
역문화재단 간 연대화 협력체계 강화

기획홍보팀

호텔케니 모슬포 2021.10.5.
가파도 레지던시 운영 관련 지역 숙박시설 
이용 협력

미래문화팀

업무협약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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