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총평
음악분야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음악분야

ㅇ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서류) : 2019년 8월 20일(화), 14:00~18:00 / 이음센터 세미나실 1

- 2차(인터뷰) : 2019년 9월 3일(화), 10:00~18:00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본 사업은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중장기 지원을 하며 

민간분야의 창작 및 제작 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지금까지 있던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 예산이 크고, 지원 기간이 

길며, 무엇보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직접 경비 이외에도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

비를 최대 3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타 사업과 다른 부분이다.

공모 접수 결과 총 73개 단체가 신청을 한 가운데 본 심사위원들은 심의 기준에 따

라 1차 심의에서 13개 단체를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 심의는 1

차 심의에 통과한 단체의 대표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유망 6

개 단체, 중견 4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

행했으며, 유망 단체와 중견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했다.

1. 단체가 기획한 지원 프로젝트의 충실성

2. 프로젝트 예산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

4.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

5.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의 지속 가능성

6.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구성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지원 단체들이 지원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꼈다. 3년간의 중장기 창작계획을 구성하면서 프로젝트간의 일관성

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단체의 운영방향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프로젝

트를 구성한 사례도 많았다. 또한,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보다는 공익

성·대중화·일자리 창출과 같은 목표에 지나친 비중을 둔 단체도 있었다.

1차 서류 심의 시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선발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단체의 비전, 프로젝트의 구체성, 프로젝트 예산과 단체 운영의 

공정성 등을 검증했다. 규모가 여느 단기 공연 지원금보다 크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경상경비가 책정된 지원금인 만큼 심사위원들은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2차 인터뷰 심의에 실무진이 아닌 예산 및 단체 운영의 최종 



■ 심의결과

책임자인 단체 대표자를 인터뷰하는 규정을 고수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이었다. 그리고 또한, 인터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

트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지원액을 조정했다.

2019년 신규로 시작하는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에 최종적으로 선발된 단체들에게 축하

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 선발된 단체들의 프로젝트의 성공이 향후 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훌

륭한 성과를 거두길 부탁드린다. 그 결과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다른 단체들에게 다

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고 선순환 구조 속에서 한국 공연계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 지원금이 공공의 재원인 문예진흥기금

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단체명 가나다 순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사)라벨라
오페라단 이강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85,000,000

2 (사)화음 박상연 화음 프로젝트 아카데미 112,000,000

3 AIM
Arts&Culture 윤성현 청년예술가 x 브라스밴드 80,000,000

4 더
뉴바로크컴퍼니 최현정 Harmonices Mundi XXI <세계의 조화 21> 9,000,000

5 서울비르투오지
챔버오케스트라 최석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80,000,000

6 서울튜티앙상블 이옥희 PROJECT - ORCHESTRA 4.0 : Tutti,
Community & Media 80,000,000

7 아카데미
열정과나눔 진윤일 상실과 회복 20,000,000

8 음악 오늘
SHIN

KIM SOO
JUNG

음악오늘 열 네번째 이야기~음악오늘 열 일번
째 이야기 16,400,000

9 현대음악
앙상블 소리 이숙정 현대음악앙상블 '소리'의 음악극 '연.화.가(演.

話.歌)’ 32,900,000

10
협동조합
코리아쿱
오케스트라

라성욱 2019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8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