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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2-075호

2022년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1차 매칭 결과 안내

 2022년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아래와 같이 1차 매칭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지원해주신 지역예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18일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 매칭결과는 5월 20일 17시 이전 발표예정입니다.

  - 사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및 ‘예술로’ 사업 등 중복 수혜사업

          참가자 조회 등 결과를 정리해서 최종 매칭결과 발표합니다.

          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등 사업수혜를 받으시는

          1차 매칭 예술인은 굿모닝예술인 사업을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수혜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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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개요

  m 행 사 명: 2022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매칭데이 <예술인을 Job아라!> 

  m 일   시: 2022. 5. 10. (화) ~ 12.(목), 9시 ~ 18시

  m 장   소: 최종 선정 된 참여기업·기관·공연장  

  m 참여기업·기관·공연장: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외 31개소 

  m 참여인원: 총 82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로사업 선정자 및 사업포기자 제외

구분 참여기업·기관 담당자 1차 서류 선정 참여예술인

참여인원 63명 82명

  m 세부내용: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굿모닝 예술인)에 선정 된 기업·기관·공연장 

              및 1차 서류에 선정 된 예술인 최종 매칭을 위한 방문면접 진행

 매칭절차

❍ 매 칭 명: 2022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매칭데이 방문 면접(인터뷰)

❍ 매칭절차

- 2022. 5. 10. ~ 12: 매칭데이 참여예술인 현장인터뷰 실시

- 2022. 5. 17.: 참여기업·기관 및 참여예술인 대상 희망 순위파악

- 2022. 5. 17. ~ 18.: 참여기업·기관 및 예술인 희망 순위별 매칭

▷ 기업·기관·공연장 방문면접 참여 예술인의 매칭 희망 1 ~ 4순위 제출 

▷ 기업·기관·공연장에서 1순위 예술인의 희망 순위를 바탕으로 우선매칭     

▷ 기업·기관·공연장의 희망예술인 순위가 중복일 경우 예술인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매칭

 향후일정(안)

 ❍ 2022. 5. 18.: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최종 매칭 결과 안내

 ❍ 2022. 5. 19.~20.: 매칭완료 예술인 관련 창작준비금, 예술로사업 수혜자

조회요청 및 매칭예술인 의견수렴

 ❍ 2022. 5. 27.: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2022. 6. 1.~: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협업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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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매칭결과

 ❍ 세부 매칭현황: 30개(기업․기관) 2개(공연장), 35명(예술인)

   - 아래 결과를 바탕으로 매칭예술인 의사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복 조회 

     후 최종 결정, 2차 최종 매칭 공고(2022. 5. 20. 17시 이전)

   - 1개, 2명 매칭기업ㆍ기관은 예술인 면접 및 희망신청 다수 순으로 선정 

구분 참여기업·기관
예술인명

(휴대폰 뒷번호)
예술장르 기타

창작
지원

1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이(6842) 미술

1차 매칭 완료

2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백*석(5987)
서*인(5874) 문학

3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박*산(9402) 무용
4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정*원(9796) 무용
5 모퉁이극장(관객문화협동조합) 하*은(4215) 미술　
6 문화공동체지구인 주*자(1976) 연극
7 문화예술조은학교 정*윤(9918) 영화
8 부산어린이어깨동무(사단법인) 차*욱(8089) 미술
9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최*혁(7734) 연극

10 영화의전당(재단법인) 안*정(6037) 
유*린(5134) 미술

11 예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희(9694) 국악
12 오픈아츠스페이스머지 이*옥(9418) 미술
13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화(2358) 미술
14 희락원(아동양육시설) 이*윤(9774) 미술
15 대한소방공사(주식회사) 박*석(5395) 연극
16 라텍(주식회사) 김*아(4077) 미술
17 루미너시티(출판사) 이*은(4213) 미술
18 모노마인드 김*리(5973) 문학, 연극, 연예
19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심*후(5700) 미술　
20 바림(주식회사) 김*영(3803) 미술
21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배*채(1725) 연극
22 씨네소파(영화배급협동조합) 강*환(5596) 기획
23 아트모아갤러리 김*은(5012) 미술　
24 아트하랑 김*우(7602) 미술
25 어반브릿지(주식회사) 전*희(0452) 미술
26 예술은공유다(주식회사) 엄*영(4997) 연극
27 올드뉴스 김*(0484) 문학, 연예, 영화
28 이중섭문화마을(주식회사) 김*연(3996) 미술
29 착한세상(주식회사) 김*화(5796) 미술
30 호밀밭(주식회사) 홍*진(0264) 영화

창작
기술
지원

1 해운대문화회관 우*린(7566) 조명

2 부산문화회관 양*진(3640)
허*(0326) 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