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OVID-19 대응 예술인 지원책 사례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사례
① 광역런던시(GLA) : 광역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GLA)은 COVID-19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런던시 창조문화산업
을 지원하기 위해 ￡2.3m 규모의 Culture at Risk Business
Fund 보조금을 아래 기관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전달하였음.1)
- Music Venue Trust : 141여개 풀뿌리 음악 공연장 추가 폐쇄를
막기 위한 1:1 맞춤 전문상담 및 법률 자문(임차료/담보대출 분
쟁,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관련) 제공을 위하여 ￡45만 제공, 14
개 음악공연장에 임차료, 건물주 협상, 직원/기타 유지 소요 비용
에 대한 지원으로서 ￡18만 기금 전달.
- Creative Land Trust : 82개의 창조산업 관련 예술가 작업장
(11,500명 예술가)에 ￡1.5m 파운드 보조금 전달
- BFI(영국영화협회) : 15곳의 독립영화관에 ￡15만 전달
또한 런던시 문화인프라 지원 사무소인 Culture at Risk
Office에서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창조문화 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자선단체,
지역사회그룹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분쟁조정, 지자체 계획허
가 신청 검토, 지자체 협의 지원), 전문가 연결, 분야별 리서치,
역량구축 각종 자원 정보제공, 정신건강 지원 등의 1:1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
②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MCA) :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GMCA)는 60
명의 예술가, 음악가, 기타 제작자 개인에게 광역맨체스터
COVID-19 대응 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서, 1
인당 ￡500 상당의 커미션을 제공함. 해당 보조금 ‘COVID-19

1) GLA 기사 :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s-culture-fund-helps-141-grassroots-venues
2) GLA 기사 :
https://www.london.gov.uk/what-we-do/arts-and-culture/cultural-infrastructure-toolbox/about-culture-ri
sk-office

Creative Commissions’ 는 2020/21 GMCA 문화기금(￡8.6m)의
일부이며, GMCA 문화팀은 10개 광역맨체스터 구성 기초지역에서
470건이 넘는 신청을 받았음. 다양한 예술분야의 대표로 구성된 독
립적 예술산업 전문가 패널이 기금 수혜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예술가는 1달의 기간 동안 창작물을 제작 및 이는 온라인 아카이
브에 공유됨.
제작된 COVID-19 대응 아카이브에는 음악, 시,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게임, 연극, 단편소설, 디자인, 이야기 및 공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COVID-19 위기에 대해 표현한 작품들을 포함함. 아티스
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며, GMCA는 해당 작품을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음.3)4)5)
 비정부기관 지원 프로그램 사례
① 잉글랜드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
* 잉글랜드의 공연, 시각, 문학 예술을 진흥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
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산하 비정부부처 공공조직
(Non-departmental Public Body).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복권기금(Lottery Fund)을 다양
한 예술 사업에 지원하는 역할을 함.

1) 예술가 및 *프리랜서 긴급 재난지원금 : 창조산업 종사자/예술
가/프리랜서 개인을 대상으로 ￡2,200만 규모의 COVID-19 대
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함. 개인은 최대 ￡2,500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로 추가 지원 비용이 필요한 신청
자는 최대 ￡3,000까지 신청이 가능함. 중요 조건으로는 잉글랜
드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지자체, 대학교, 공공 기관, 신탁 및
재단 등의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업/프로젝트에 참가한 경
험이 있어야 함.6)
*

음악, 연극, 댄스, 시각 및 종합예술, 문학, 박물관, 도서관 분야에서 안무가, 작가,

3) English Folk Expo 기사 :
https://www.englishfolkexpo.com/covid-19-creative-commissions-greater-manchester-combined-autho
rity/
4) GMCA 기사 :
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news/sixty-artists-musicians-and-other-creatives-awarded500-each-to-help-create-greater-manchester-s-covid-19-cultural-archive/
5) Museum Association 기사 :
https://www.museumsassociation.org/museums-journal/news/2020/04/21042020-manchester-artists-re
spond-to-coronavirus-crisis/#
6) Arts Council England 기사 :
https://www.artscouncil.org.uk/funding/financial-support-artists-creative-practitioners-and-freelancer
s#section-1

번역가, 프로듀서, 편집자, 교육자, 작곡가, 감독, 디자이너, 공예제작자,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예술가

2) 예술문화 사업 지원 보조금 : ￡7,790만 규모(복권기금)의 예술
문화 사업 보조금(Arts Council National Lottery Project
Grants) 지원 프로젝트. 잉글랜드 지역 예술가 개인(프리랜서
등) 및 커뮤니티, 문화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수익창출용 및
창조문화(음악, 연극, 댄스, 시각예술, 종합예술,
문학, 박물관, 도
*
서관(예술 관련 사업만 해당) 관련) 사업 에 사용될 수 있도록
￡1,000∼100,00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함.7)8)
창조미디어 및 광범위한 창조산업(영화 또는 오디오, 디자인, 게임), 디지털 기술
(가상현실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비예술 관련 조직(거주 돌봄 보호기관 또는 과학
기관) 및 비예술 문화 분야(보건, 스포츠) 등의 부문 및 예술형식 포함 가능.

*

3) 예술인 자기계발 지원 보조금 : ￡700만 규모(복권기금)의 예술
인 자기계발 지원 기금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DYCP)’. 예술가/프리랜서 또는 창조예술산업 종사 직원(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님) 개인을 대상으로 문학, 음악, 댄스, 박물관,
연극, 시각에술, 종합예술 분야(패션, 영화, 상업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게임 제외)에 있어 새로운 연구/개발 기회 및 새로운 예
술 작업/프로젝트 수행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2,000∼10,00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함. 기금지원의 목적은 새로운 작품 창출이
아닌 예술인 개인의 자기계발 지원임.9)
② 광역맨체스터 아티스트 허브(GM Artists Hub)* :
* 광역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13개 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설립(2020년 4월)한 아티스트
개발 프로젝트임. 지역 아티스트에게 기금지원, 개인자문, 지역 예술회사 CEO 및 예술
감독과 연결 등의 기회를 제공함.

1) Revive Fund(재난지원금 지원) :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맨체스터 지역 크리에이티브 프리랜서(공연예술, 시각
예술, 문학, 댄스 예술산업 분야의) 10명의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500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제공함. 신청자는 활동/급
7) Arts Council England 기사 : https://www.artscouncil.org.uk/projectgrants
8) Funding for all & all for funding 기사 :
http://www.fundingforall.org.uk/funds/arts-council-national-lottery-project-grants/
9) rts Council England 기사 : https://www.artscouncil.org.uk/DYCP

여 이력을 증명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자영업자/프리랜서 소득지
원보조금 SEISS(문서 뒤 <영국 중앙정부 제도> 참고) 및 잉글
랜드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금(예
술산업 대상)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 재난지원금 외에도 예술인
동료 네트워크 기회, GM Artists Hub 1:1 자문 세션 등을 제공
함.10)
2) Reboot Fund(초창기 예술가/회사 육성 지원) : 7명의 신진 아
티스트 및 1개 초기예술기업(1-2개의 작품 완성 이력이 있는)을
선정하여 3개월에 걸쳐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예술작품/프로
젝트의 초기 개발 및 새로운 아이디어/방향을 연구 및 탐구 하
기 위한 ￡1,500 상당의 씨드기금, 동료 예술인 지원, 맞춤형 워
크숍을 제공함. 창출된 예술작품/프로젝트 결과물은 디지털 플랫
폼이나 라이브 공간에서 공유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초청
된 청중과 함께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도 갖게 됨.11)12)
3) Originate Fund(신규 공연작품 개발 지원) : 2021년 상반기에
새로운 공연작품(연극, 무용, 서커스, 라이브 아트 등)을 개발하
고자 하는 광역맨체스터 아티스트들(극장제작자/작가, 현대무용/
댄스 창작자, 서커스/라이브 아티스트)에게 ￡5,000 상당의 보조
금 및 GM Artists Hub가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진행
중인 작업을 초대된 청중에게 공연하는 기회, GM Artists Hub
의 전문가 파트너가 제공하는 작품에 대한 전문 사후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주요 자격요건으로 예술산업
3년 경력 및 유료로 작품을 관람하는 청중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함.13)
③ The Film + TV Charity(COVID-19 영화 및 TV 긴급 재난지
원금) : Film and TV Charity 조직에서는 Covid-19으로 인한 소
득/직업상 손실(계약 취소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동영상 컨텐츠의 보급 또는 상업적 이용에 기여하는 종사자(영
화, TV, 영화관, 유료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해 월 ￡750, 최대 6개월(￡4.500)의 재난지원금을 제
10)
11)
12)
13)

Manchester International Festival 기사 : https://mif.co.uk/new-funding-streams-for-gm-artists/
GM Artist Hub 기사 : https://www.gm-artisthub.co.uk/reboot-fund
Home 기사 : https://homemcr.org/opportunity/gm-artist-hub-reboot-fund/
GM Artist Hub 기사 : https://www.gm-artisthub.co.uk/originate-fund

공함. 자격조건은 지난 28개월간 최소 40일간 유급근무를 한 이력
이 있어야 하며, 지난 회계연도(2019/20)에 수입이 ￡30,420 미만인
자,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함.14)
④ The Actors’ Benevolent Fund(재난지원금 지원) : The
Actors’ Benevolent Fund 조직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 무대감독(전문/주요 직업이어
야 함)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보조금을 지원함. 신청시 제출한 소득
수준, 개인계좌 저축금액 수준(￡5,000 이하여야 함), 중앙정부 지
급 보조금 수혜자 여부 고려(중앙정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먼저 정부보조금을 신청해야만 하며, 부족한 수준에 대해서만 재정
적 지원),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함. 보조금 지급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재신청
이 가능함.15)
⑤ The Royal Theatrical Fund(The Fleabag Support Fund) :
The Royal Theatrical Fund 조직에서는 COVID-19으로 인한 재정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극산업 근무 경력자(코미디언, 댄서, 무
대/백스테이지 작업자, 댄서, 카바레 공연자 등)를 대상으로 소규모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공함. 지원자는 개인계좌에 ￡3,000 이하의
저축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취소된 공연계약서 사본(우대조
건), 최근 1년간 근무경력, 배우자의 소득증명(1가구 지원), 현재
정부 및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인
경우 먼저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함), 영국 거주자격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16)

[참고자료]
<예술인/예술산업 종사자/프리랜서 신청가능 영국정부 제도>
14) Film + Charity 기사 : https://filmtvcharity.org.uk/news-event/covid-19-recovery-fund-announced/
15) The Actors’ Benevolent Fund 홈페이지 : https://www.actorsbenevolentfund.co.uk/apply/form-2020
16) The Rotal Theatrical Fund 홈페이지 : https://www.trtf.com/fleabag-support-fund

1. 고용인 직원 및 개인 대상
1) COVID-19 임시유급휴직지원제도(Job Retention Scheme)* : 정부
가 (모든 사업체 대상) 직원급여의 80%(근로자당 월 최대 ￡2,500파운드
상한)를 부담(‘21.3.31까지)17)
기업이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대신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
부담.
*

2) 법정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 SSP)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은 고용주가 최대 28주까지 일주일에 ￡94.28를 지
급하여야 함. 일주일에 평균 ￡118 이상을 버는 사람만 해당.18)
3)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 법정
병가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경우 고용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본
인 또는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격리중이거나, 현재 회복중인
경우, 임상적으로 극도로 취약하여 격리중인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실업인도 신청이 가능함.
고용지원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은 주당 최대 16시간을 일하고, 주당 최대
￡140 까지 버는 것이 가능함.19)
4)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 법정병가수당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자격요건으로 18세 이상이고 연금 수급가능 연령 미만인
저소득자 및 실업상태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간 은
행계좌 저축액은 ￡16,000 이하여야 함.20)
2.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1) 소득지원보조금(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SEISS) : 정부가 자영업자 대상 지난 3년간 평균 월수익의 80%, 3달치
의 보조금(최대 ￡7,500)을 지원 (‘20.3월부터 1,2,3차 시행 및 ‘21.3월 4차
시행 예정)21)
17)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ould-be-covered-by-the-coronavirus-job-retention-sche
me
18)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gov.uk/statutory-sick-pay/eligibility
19)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gov.uk/employment-support-allowance/eligibility
20)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gov.uk/apply-universal-credit
21) 영국정부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gov.uk/guidance/claim-a-grant-through-the-coronavirus-covid-19-self-employment-inco
me-support-sche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