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ㅇ 회의일시
   -  (1차) 2017. 9. 19(화) 10:00 / (2차) 2017. 9. 26(화) 10: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회의실

  올해 신설된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은 공연 전 창작 아이디어 개발과 리서치, 
창작준비를 위한 워크숍, 타 장르와의 협업 등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

로 그동안 창작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창작과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적극 반영된

긍정적인 변화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점 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의 지원 범위

확장과 함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창작지원사업의 틀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큰 의

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신규 사업,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 속에서 장르구분 없이 총 177개 단체/
개인이 지원하였다. 1차 심의에서는 청년예술가 심의위원 2인을 포함한 연극/뮤지컬, 무용, 
전통, 다원 등 총 7인의 분야별 심의위원들의 지원신청서 및 영상 검토, 심층토론 과정을

통해 총 35개 단체/개인이 선정되었다. 2차 심의에서는 대상자별로 5분간 질의/응답 중심으

로 통합 인터뷰 심의가 진행되었고 인터뷰 진행 후 심의위원 통합 심층토론을 거쳐 개별 채

점으로 총 28개 단체/개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작품 창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연구 과정, 단원 기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창작
소스 개발을 위한 타장르/일반 시민 대상 워크숍/세미나/멘토링, 관객/참여자 대상을 특화한

창작물 제작, 창작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국제 협업 등 다양한 형식, 대상, 접근법의 흥미

로운 작업들이 제안되었는데, 본 사업 심의에서는 기존의 결과 중심의 완성작품에 대한 창

작지원사업과 달리 기성단체들의 공연 경력, 실적 보다는 사업 계획의 참신성과 내용, 계획의
구체성 등에 주목하여 청년 및 신진 예술가, 신생 단체들에게도 동등한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자 했고, 장르 통합 심의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장르의 구분
없이 동시대 예술로서의 창의적인 시도와 실험, 도전에 기회를 주고자 했다. 또한 창작 활동

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예술단체/예술가의 창작적

역량 강화와 완성 작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중요한 심의 기준이 되었다. 
 
 신청자들의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에 대한 낯설음과 이해 부족이 신청서와 인터뷰에서도 그

대로 드러났는데 기존 창작지원사업과 혼동하여 창작 작품 발표를 위한 사업내용을 제출한

단체들이 다수 발견되어 아쉬움을 주었다. 향후 과정 중심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과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지원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의 3단계 지원사업이 단

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본 사업의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 설계와 명확한 방향성 필

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내년 2월에 진행 될 결과 공유 피칭 및 쇼케이스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예술가들의 열

정과 의욕 넘치는 의미로운 창작의 과정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심의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