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안내
Korea Network for Arts and Culture

예술이세상을바꿉니다

Ⅰ- Ⅰ. 공모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 공공-기업의 문화예술분야 협력 사업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칭 :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공모

•

사업예산 : 350,000천원

•

선정주체 : 민간기업과 협력사업이 확정된 지역(광역/기초)문화재단 및 공공기관

•

지원사항 : 총 사업비 3,000만원 이상, 그 중 50% 이상 기업 후원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 예산과 동일한 금액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

•

예시

기업후원금

지역(광역/기초)문화재단 및 공공기관

문예진흥기금(예술위)

총 사업비

A

1억 원

2천 만원

3천 5백 만원

1억 5천 5백 만원

B

3천 5백 만원

없음

3천 5백 만원

7천 만원

C

1천 5백 만원

없음

1천 5백 만원

3천 만원

D

1천 만원

5백 만원

지원불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기업 후원 미달

지원문의 : 02-760-4784~5 , jekim@arko.or.kr

* 매칭이 필요한 경우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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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일정안내

추진절차 및 일정

공모지원

심의 및 결과발표

사업진행 및 교부

정산 및 성과보고

5월~6월

6월~7월

7월~12월

12월

지역(광역/기초)문화재단,공공기관

신청사업심의
↓
결과발표

기업후원금 및 문예진흥기금

사업진행정산및성과보고

공모지원 신청접수

(5.20(월)~6.5(수))
* 기업의경우매칭할지역(광역/기초)재단,
공공기관이 없을 시 담당자에게 문의

지역(광역/기초)재단,공공기관교부

↓
2019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공-민간협업사업진행

* 지역(광역/기초)재단 및 공공기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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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Ⅰ. 사업소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는 공공-민간 문화예술 지원·협력의 플랫폼으로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협력의 선 순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 후원 확대 및 우수사례를 확산 중 입니다.

제13회 여성연출가전
‘2018 서울문화재단 – 아모레퍼시픽

문화예술 희망여행 COA Project ‘예술가의 여행법’
‘2018 서울문화재단 – 하나투어(2018)

융복합 창작 무용극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2018 성북문화원 - 메디힐

2018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예술로 물드는 가을
‘2018 용인문화재단 – 삼성전자

2018 아이엠카메라 희망여행 프로젝트
‘2018 인천문화재단 – 올림푸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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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Ⅱ. 사업배경

대부분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또는 기업의 사회공헌의

한 분야로 협력모델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원금과 체계적 운영에 있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은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우수한 사례를 확산하기에, 이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의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러한 공공 – 민간 문화예술분야 협력 문제를 파악하여 2014년 문화예술분야 협력 지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출범하여 공공 – 민간 문화예술분야 협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 출범

과거 문화예술분야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이 아닌
대다수 개별 사업으로 진행

문화예술분야 협력 우수사례
부족 및 공공-민간
창조적 파트너쉽 요구

문화예술분야
공공–민간 협업 지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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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Ⅲ. 사업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비 매칭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기업과 파트너 공공기관 간의 협업 사업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 지역 살리기, 신진 예술가 육성, 순수예술 창작지원”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019
협업사업

지원금액

지원예산

협업사업 51회 진행
(연 평균 10건)

총 12억 8천만원 지원
(연 평균 2억 5천만원 이상)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예산 3억 5천만원

예술이세상을바꿉니다

Ⅱ - Ⅳ. 사업효과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공공 – 민간 문화예술분야 협력 사례의 확산을 촉진하며
참여 민간기업에게 “전문인력, 홍보효과, 세제혜택”과 같은 사업효과를 드립니다.

전문인력

문화예술전문기관인 공공(광역/기초)문화재단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기회

-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부담 없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산에 대한 부담 없음

홍보효과

제품, 브랜드와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

기업의 기술 + 예술 융복합 컨텐츠 제작 및 홍보와 판매

-

지역관광자원 개발,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

세제혜택
-

사업비(기부금)의 50% 손금산입

‘기부금액 X 법인세율’ 만큼의 세금 감면 효과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우수사례 선정 시 표창 수여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네트워크 미팅 참여 등 혜택 제공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의 02-760-4784, jekim@arko.or.kr

기업
후원금

“사회통합
신진예술가육성
순수예술지원”
재단
기금

예술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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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Ⅳ. 사업효과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공공 – 민간 문화예술분야 협업 사례의 확산을 촉진하며
공공(광역/기초)문화재단 및 공공기관에게 “사례발굴, 네트워킹, 인증혜택”과 같은 사업효과를 드립니다.

사례발굴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창의적인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력 증가

-

지원금 확충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공공의 창의적 프로젝트 발굴 가능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외의 사업 모델 수립 가능

네트워킹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킹

-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

향후 공공재단 및 기관 발굴 프로젝트의 확대 가능

인증혜택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심의 우대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의 경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시, 인센티브 제공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문의 02-760-4784, jekim@arko.or.kr

기업
후원금

“사회통합
신진예술가육성
순수예술지원”
재단
기금

예술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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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ㅣ 김자은 과장
Tel. 02-760-4784

Fax. 02-760-4788

E-mail. jekim@ark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