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예술을  
위한 기금

참여하기

표지 

Mixit Refugee Youth Arts에서 

활동 중인 Rashid Ansorali  

사진: Wendy Pre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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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로젝트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의 예술 프로젝트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CCS의 예술 프로젝트 
기금이 지원됩니다.  

참여

지역사회가 다음과 같은 지역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 지역사회 합창대, 힙합 그룹, 극단, 

뮤지션 또는 시인공연 

> 판화 제작, 글짓기 또는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습소

> 지역 마라에(marae)를 위한 새로운 

투쿠투쿠(tukutuku), 와카이로

(whakairo) 또는 코와이와이

(kowhaiwhai) 제작

> 직물 짜기, 도예, 조각 작품을 홍보하는 

지역 공예 단체 전시회 

> 지역 예술가들이 출연하는 축제

> 지역사회 영화 또는 지역사회 공동 

예술 작품 제작

> 지역 예술가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아트레지던시(작가 입주형 창작센터)

> 지역 예술가 양성을 위한 세미나

다양성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마오리 또는 파시피카의 유산이나 현대 

예술 워크숍, 리허설, 공연, 축제 또는 

전시회 

> 지역 이민 커뮤니티의 워크숍, 리허설, 

공연, 축제 또는 전시회 

> 다양한 지역사회 소속 단체를 결집하는 

예술 프로젝트

> 장애나 정신 질환 경험 단체들의 

워크숍, 리허설, 공연, 축제 또는 

전시회

청소년

다음과 같은 청소년(18세 미만)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 청소년 단체와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벽화나 거리 예술 작품 창작

> 청소년 단체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영화 제작

> 청소년들이 쓴 글 출판

>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워크숍 

> 청소년들의 시각 예술 작품 전시

기타 필수 요건

> 신청한 도시나 자지구에서 진행

> 자금 지원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 

> 지역사회에 기여 

> CCS 기금 지원 승인 전에 

시작되었거나 끝난 프로젝트는 제외

> Creative New Zealand의 다른 예술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제외 

이 브로셔는 Creative Communities 
Scheme (CCS)를 통한 프로젝트 기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CCS는 지역 예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Creative New Zealand는 매년 도시와 관할구에 
CCS 자금을 지원합니다.

우측 

다양한 재능의 서커스 

워크숍. 사진: Cir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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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뉴질랜드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이미 CCS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그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금이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예술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 장소 또는 장비 임대료

> 단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및 

행정 비용

> 예술 활동 홍보 및 광고 

얼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 금액 제한은 없으나 CCS 보조금 

대부분은 2,000달러 미만입니다. 

지역 의회 웹사이트에서 기존에 기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들을 찾아보면 과거에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는지와 보조금 평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횟수와 심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역 의회에서 1년에 최대 4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로 보내집니다. 평가 위원은 

예술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선정됩니다. 

CCS 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입니까?

> 모금 활동

> 갤러리, 마라에, 극장 또는 기타 장소나 

시설의 개발

> 지역 의회 프로젝트 

> 건강, 교육 또는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예술의 비중은 

매우 적은 프로젝트

>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핵심 

사업이거나 교과과정이나 운영 예산을 

통해 통상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학교나 교육기관의 예술 프로젝트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특정 프로젝트와 무관한 지속적 행정 

비용 또는 인건비

>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프로젝트의 비용

> 타지역의 공연이나 전시회에 

참가하는데 드는 여비

> 식비 또는 간식비

> 컴퓨터, 카메라, 악기, 의상, 조명 또는 

유니폼 등의 장비 구입 비용

계속…

매년 1,8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CCS 기금이 지원됩니다.

좌측

Kolose 전시회 ‘The Art 

of Tuvalu Crochet at 

Māngere Arts Centre – 

Ngā Tohu o Ueunuku’ 

개막식에서 Tuvalu fatele 

(무용)를 공연하고 있는 

Auckland Niutao 공동체 

사진: Sam Hart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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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

> 시합, 대회 및 시험 등록비

> 대회 상금, 상품 및 심사위원 수당

> 로열티

> 수집용 예술작품 구입비

> 부채 또는 부채 이자

다음 단계
지역 의회 웹사이트에서 ‘Creative Communities 
Scheme’을 검색하여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양식

 > 신청 안내

 > 마감일

지역 의회에 전화하여 Creative Communities Scheme 
담당자에게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창작 활동을 통해 난민, 

이민자, 지역 청소년을 

하나로 만드는 오클랜드 

지역사회 프로젝트 Mixit 

사진: Ella Becr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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