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 신청사업유형 ☞ ‘(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 신청사업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

십시오.

‣ 신청단체명

  (신청자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신청주체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단체일 경우 : 단체명(대표자명)

ㅇ 개인일 경우 : 개인 성명

‣ 심의희망분야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심의희망분야와 동일하게 기재하

여 주십시오.

ㅇ 예: 문학

☞ 작성시 유의사항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MS-word 파일로 작성, 최대 A4 20매 이내로 작성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휴먼명조 11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삽입해주세요(이미지 파일크기 조정 무료 프로그램 사용)

▪지원신청서 상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라고 표시된 내용은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기본 양식(표)를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표)를 변경하여 작성하십시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등록 시 첨부파일 이름은 ‘2014년_아르코지원사업명(예시: 해외레지던

스프로그램참가지원)_신청자명’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A. 사업계획서 

1  참가 동기 및 사업 목적

□ 참가 동기

○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추진배경, 기획의도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 사업 목적

○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세부 사업 추진계획

□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활동계획

○

☞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창작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레지던스 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작품창작 활동 계획

○

☞ 레지던스 프로그램 종료 후 레지던스 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작품 활동 계획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

십시오.

□ 영어 또는 현지어 구사 능력

○

☞ 신청자의 영어 또는 현지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에

이전에 참가하신 경험이나 해외에 체류하며 창작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B. 사업 성과

1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 기대되는 사업성과

○

☞ 신청사업의 실현 시 작가로서의 성장이나 차기 작품 제작 등 기대되는 사업성과(계량, 비계량)를 기재

하여 주십시오.

□ 기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

☞ 신청사업의 실현시 개인적 차원의 사업성과 이외에 기타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가 있다면 기재하

여 주십시오 (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후속 국제교류사업 연계 등)



o 단순 행사 일정 소개 기사는 제외

o 신청자의 작품활동에 대한 중점 보도한 다룬 언론(신문, TV 등)자료나 전문지의 리뷰 첨부

(언론사명, 기사 게재일 등 기재)

o 첨부수량 : 최대 3건 이내

<예시> < 2012. 6. 30 부산일보 >

  C. 참고자료

1  최근 2년간 신청인(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증빙자료

□ 신청자(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작품 활동을 알 수 있는 인터넷 경로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 위 작가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 활동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별도 작품 활동 포트

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 중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신청

자가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성과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사진자료 등)가 있다면 이 지면에 편집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ㅇ 프로그램, 카탈로그, 책자 등 홍보 인쇄물을 제출하시고 싶으신 분은 별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언론보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