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1-1393호

「2021년 문화예술 행사지원」
1차 심사 합격단체 및 2차 심사일정 공고
「2021년 문화예술 행사지원」 공모단체 1차(서류)심사 합격단체 및 2차(면접)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파 주

시

장

1. 1차(서류)심사 합격단체 명단
순번
1

단체명
(사)한국연극협회

공연명
파주지부

넌버벌

퍼포먼스 '물싸움' 그리고…

2

(사)파주조각가협회

,[숨:표]-잠시 멈추고 숨쉬다' 조각展

3

임진강예술단

문화예술의 지평을 열다!

4

파주대중문화창작연구회

파주시민 위문공연

5

전통예술단 호연

연희프로젝트 '연희소리'

6

파주오페라단

파자마(파주의 자연과 마주하는) 콘서트

7

천지개벽

남사당 놀이 '미니 콘서트'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파주지회

'일곱색깔 예술무지개'

파주문화예술연합회

예술, Touch time

8
9

비고

순번

단체명

공연명

10

술이홀아트컴퍼니

DMZ 재즈 오케스트라의 '스윙 앤 펑키'

11

뮤직오션컴퍼니

아주 뻔뻔(Fun! Fun!)한 콘서트

12

(사)한국미술협회파주지부

2021 찾아가는 예술제

13

매직어클락

In Dream Fantasy

14

한국서각협회

한글 사랑

파주지부

15

희자매컴퍼니

16

(사)한국무용협회 파주지부

비고

나랏 말씀

목판본 책자 만들기
파주시민을 위한 <FOR-REST Festival>
우리춤 이야기!
-즐길樂 이을樂 파락!파락!

※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 부여

2. 2차(면접)심사 일정 안내
가. 일

시：2021. 6. 18.(금) 14:00

나. 장

소 : 파주시청 복지동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1명
라.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면접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평가 및 인터뷰
마. 진행순서
○ 단체소개 → 사업내용 설명 → 인터뷰 순서로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체별로 면접 시각을 통지할 예정이며, 대표자
또는 실무자 1명만 참석 가능합니다.

3. 최종 발표(예정)
가. 발 표 일：2021. 6. 30.(수)
나. 방

법：파주시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4. 기타사항
가. 1차 심사 합격단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비에 대해 비목별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를 별도 통보되는 이메일로 2021년 6월 14일(월)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별도 송부 예정)
○ 파주시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파주평화 예술한마당’ 등에 기 선정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내용, 출연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함에도 비목별 금액,
단가 등이 기 선정된 내역과 상이한 경우 상세하게 설명 필요
○ 공연 1회 60분, 전시 1주일 이상을 기준으로 참여인원, 사업비 등 조정 예정
○ 출연진, 기술감독(음향, 조명 등), 안전 요원 외 단순 총괄 감독, 연출가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역할이 없는 한 불인정
○ 저작권료, 공연 사전연습비, 영상촬영비, 기타 부대비용(식비, 교통비) 등은 자부담
※ 대면 공연·전시가 원칙이므로 비대면의 경우에만 영상촬영비 가능
나. 면접 당일 10분 전까지 파주시청 복지동 2층(농협 있는 건물)으로 오시기
바라며,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실무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 면접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내용은 비공개합니다.
마. 기타문의 : 문화예술과 예술팀 김지연 ☎ 031)940-8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