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주묻는질문 [FAQ]

1. 동아리
Q1. 동아리 지원신청 시 고유번호증이 필요한가요?

○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은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유
번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신규동아리 지원신청서에도 동아리 단체사진을 넣어야 하나요?

○

모집유형 중 ‘신규동아리’란 설립 초기의 동아리뿐만 아니라

2018,

2019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동아리도 포함됩니다.
○

동아리 단체사진은 되도록 동아리 단원이 모두 참여하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시어
심의위원이 동아리의 성격 및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는 동아리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의위원이 종합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로 동아리의 성격 및 운영 계획 등을 모두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동아리 활동 공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예술동아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강사 파견 지원이 이루어집
니다. 동아리 교육공간은 본래 동아리 활동 및 연습하시던 공간을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거나, 장르적 특성에 적합하다면 집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공간이든 무리가 없으나 본 사업에서 사설학원이나 종교모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사설학원 및 종교시설 등의 공간 활용은 금지합니다.

2. 교육강사
Q1. 교육 강사가 동아리 의 대표로 지원신청 할 수 있나요?
○

교육 강사는 동아리 대표로 활동 할 수 없습니다.

Q2. 2020년도 교육강사 파견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개 예술동아리 대상 주1회 2시간 교육, 연간

1

회(총32시간) 내외로 활동하게 됩니다.

16

3. 코디네이터
Q1. 코디네이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세종시 거주자이면서 1년 이상의 문화 예술 활동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문화 예술 활
동 경력은 직접적인 문화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 기획, 컨설팅, 모니터
링, 홍보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

다만 교육 강사와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2.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

코디네이터는 문화예술매개자로 5개 동아리(1개 동아리 당 연간 4회)를 관리하게 됩
니다.

○

주요 업무는 동아리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동아리와 교육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
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리뷰하며 문화예술 기획자로 페스티벌 기획 진행 등을 함
께 합니다.

4. 기타
Q1. 지원서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월)

2020. 3. 2.(

수) 열흘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11.(

방문접수는 평일

시

9

~

시(점심기간

18

12:00~13:00

제외)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3. 11.(수) 18:00 이전 도착까지 유효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