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고·공모 리스트 
 

2020.10.06. 

L.I.A.K /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매주 전달 드리는 뉴스클리핑 중, 지원사업 관련 자료만 묶어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마다 기재된 관련링크나 담당 연락처 등으로 확인 바랍니다. 

□ 공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 대관 

1.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공간지원사업 ‘레이블데이ㅇ-ㅁ’  

2. [성남문화재단] 2020년 야외공연장 대관 및 접수 안내   

3.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4. [안산문화재단] 공연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연장 대관 

5. [인천문화재단] 2020년도 트라이보울 3차 하반기 수시대관 신청 공고 

6. [노들섬] 노들섬 특화공간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7. [구름아래소극장] 당신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관 프로모션 (~12월, 기간연장) 

8. [성남아트센터] 2021년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1차 정기대관  

9. [하남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상반기(1~6월) 정기대관 

10. [경기아트센터] 2021년 (재)경기아트센터 시설물 정기대관  

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프로젝트 운영 공간 대관 

12. [부천문화재단] 2021년 부천문화재단 문화공간 상반기 정기. 수시대관 

13.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 

B. 공고/공모 - 아티스트 

1. [신한카드, 민트페이퍼] 2020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2. [화성시문화재단] HAP 페스티벌 참여 작품 모집 공고 

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 노래 

4. [용인문화재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기한연장)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6. [서울시] 2020 서울시 금연송 뮤직비디오 제작 공모전 

7.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2020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  

8. [서대문구] 제1회 서대문구 SNS 콘텐츠 공모전  

9. [성동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인터뷰 대상자 모집 

10. [수원문화재단] 수원 예술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11. [마포구] 제2회 홍대 거리아티스트 온라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79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79
https://www.snart.or.kr/web/board/14/16276/?MENUMST_ID=21519
https://osan.go.kr/arts/bbs/view.do?bbsMstIdx=65&bbsIdx=1&bbsDataIdx=67332&realBbsIdx=1&mId=0601010000
https://www.ansanart.com/lay1/bbs/S1T84C86/A/15/view.do?article_seq=11142&cpage=1&rows=10&condition=&keyword=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33&sca=%EC%9D%BC%EB%B0%98%EA%B3%B5%EA%B3%A0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33&sca=%EC%9D%BC%EB%B0%98%EA%B3%B5%EA%B3%A0
https://c11.kr/i3q2
http://gurumare.co.kr/notice/view?id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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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ac.or.kr/?p=42&page=1&viewMode=view&reqIdx=202009281006396610
http://www.seoulwomen.or.kr/c3/sub2_view.jsp?regNo=1600993645981&nowPage=0&order=NOTI_REG_NO&orderDir=desc
http://www.bcf.or.kr/cust/noti/noticeDetail.act?ArticleId=17497&sArticleCategoryId=89
https://www.swcf.or.kr/?p=114&page=1&viewMode=view&idx=1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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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3976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3781
http://www.k-heritage.tv/cms/content/view/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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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천문화재단] 부천 예술인 실태조사  

13. [광진문화재단, 극단충동] 지극정성 프로젝트 <10분 예술제> 예술가 모집 

14. [의정부문화재단] 오늘도 평화로운 의정부 프로젝트 공모 

15. [인천문화재단] 2020 우∙주∙인 프로젝트 10월 공모 안내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융자사업안내→공지사항) 

17.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 

======================================================================= 

C. 공고/공모 - 아티스트 및 단체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년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2.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 콘텐츠 해외진출 법률상담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공고 

3. [금천문화재단] 금천구 예술인 DB사업, 금천 ART LIBRARY 

4. [플레이티켓] 2020공연예술브랜딩 프로젝트 – 공연할 때 플티에 얘기해! 

5.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기술 활용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6.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DB 등록 안내 

7. [한국콘텐츠진흥원] 제5회 코리아콘텐츠데이(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공고 

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新한류 특화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9. [서대문구] 서대문구 사업체 고용유지지원사업 (9월 17일 게시글) 

10. [고양문화재단] 2020년 지역 예술활동기획 공모 지원사업 <고양예술은행> 공모 

11. [인천문화재단] 2020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신청 안내 

12.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기술 활용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13. [서울문화재단] 2020년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Project Unfold X  

14. [한국콘텐츠진흥원] 제2회 북경콘텐츠비즈니스상담회(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15. [대전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면면(面面) 프로젝트」 재공모 

16. [고용노동부,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작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 

18.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19. [한국콘텐츠진흥원] 온:한류축제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사 모집 긴급 

20. [은평구] 2020년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21. [광명시]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3차 버팀목 지원) 

22. [한국콘텐츠진흥원] K-팝 온라인 콘서트 in UAE 개최 위탁용역 입찰공고 

23.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튜디오큐브 스튜디오(B,C동) 공간 통합 용역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인 긴급재난지원 안내 (4차 추경)  
 

※ ‘형광펜’ 표시는 이번 주 업데이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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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KT&G 상상마당 공연장 라이브홀의 인프라와 기술 자원을 월~목요일에 한하여 단 10팀에

게 무상 지원합니다. 음악,연극,무용 등 장르에 관계없이 레이블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을 만

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0년 2월부터 선착순 10팀 대상 

 

2. 대상 

소속 아티스트 3팀 이상의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계 레이블 

 

3. 진행 

1) 2020년 5월부터 11월 월~목요일 중 (단, 공휴일 신청 불가) 

2) 접수처로 문의하여 일정 확인  

3)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월 최대 2팀을 선발하며, 마감된 달은 신청이 불가하니 접수처에서 반드시 일정 확인바랍니다. 

※ 이미 지나간 달에 선정팀이 없을 경우 2팀 이상 선정되는 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연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 신청서 접수를 완료한 단체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4. 혜택 

- 1일 기본대관료 무료 

- 기술 지원 (음향, 조명 오퍼레이터 및 기술장비) 

- 공연 홍보 공조 

 

5. 접수처 

공연사업부 권지원 매니저 02-2014-2024 / livehall@ssmadang.co.kr 

 

6. 관련링크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79 

 

 

  

1.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공간지원사업 

레이블데이 ㅇ-ㅁ 

mailto:livehall@ssmadang.co.kr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79


 
[(재)성남문화재단] 

 

 

 

1. 야외공연장 개요 

- 성남시 야외공연장 : 480석(수용가능인원 11,000명) - 잔디 객석 

- 장비현황 : 음향 30㎾(85종 293점), 조명 178㎾(25종 301점) 

 

2. 대관기간 : 2020년 4월 22일 ~ 2020년 11월 7일  

※ 성남문화재단 자체 기획공연(5월~6월) 및 무대점검(11월~12월) 기간은 대관기간에서 제

외 

 

3. 접수기간 : 2020년 2월 24일 (월) ~ 10월 8일 (목) / 09:00~18:00 

-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 접수 

- 단,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가능 

※ 토·일·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 팩스,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 (전화 및 구두 접수·예약 불가) 

 

5.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수내동 65번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대관담당자 앞 

- 전화 : 031-711-7762 

- 팩스 : 031-719-3737  

- e-mail : sam1928@snart.or.kr 

 

6. 관련링크 : https://c11.kr/fwvm  

 

 

 

 

 

 

 

 

 

 

  

2. 2020년 야외공연장 대관 및 접수 안내 

https://c11.kr/fwvm


 
[(재)오산문화재단] 

 

1. 대관시설 : 오산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2. 대관기간 : 2020년 7월 ~ 12월 (대관가능일자 유선문의) 

 

3. 접수기간 : 2020년 6월 1일 ~ 수시대관  

 

4. 접수방법 : 우편, 온라인접수 (방문불가) 

 

5. 문의 : 공연팀 대관담당자 031-379-9952 

 

6. 관련링크 : https://c11.kr/fo8i 

 

 

 

 

 

 

 

 

 

 

 

 

 

 

 

 

 

  

3. 오산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https://c11.kr/fo8i


 
[(재)안산문화재단] 

 

 

 

1. 접수기간 : 상시모집 

 

2. 대관가능기간 : 2020년 8월 4일 (화) ~ 12월 30일 (수)  

 

3. 대관대상 : 영상촬영을 위한 단체 (드라마, CF 촬영 등 제외)  

 

4. 대관가능장르 : 공연을 위한 영상제작  

 

5. 대관료  

구분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비고 

대관료 530,000 310,000 190,000 

1회 4시간 기

준, 

부가세 별도 

 

※ 대관료는 실제 영상촬영을 위한 대관을 말하며 준비/철수 대관료는 50%로 한다. 

※ 부대설비사용료 50% 감면 

 

6. 문의 : 031-481-4026  

 

7. 관련링크 : 클릭 

 

 

 

 

 

 

 

 

 

 

 

 

 

4. 공연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연장 대관 

https://www.ansanart.com/lay1/bbs/S1T84C86/A/15/view.do?article_seq=11142&cpage=1&rows=10&condition=&keyword=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은 지역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

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공

연 및 전시 공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대관일정 등의 조정으로 

2020년도 3차 하반기 수시대관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예술인 및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대관장소 : 트라이보울(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공연장, 촬영(실내/야외) 

 

2. 대관일자 : 공고문 내 붙임(대관 가능일) 노란색 표시된 일자 참조 

- 촬영(실내) 대관 : 노란색 표시된 일자 기준 

- 촬영(야외) 대관 : 별도 유선 문의 

 

 

3. 대관시간 및 요금 : 트라이보울 대관규칙 내 시설 임대료 참조 

 

4. 대관기간 : 2020. 09. 01.(화) ~ 12. 31.(목) / 2020년 하반기 

 

5. 신청기한 : 대관희망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최대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9월 수시 대관은 예외로 함 

 

7. 문의 : 032-832-7994 

 

8. 관련링크 : 클릭  

 

5. 2020년도 트라이보울 3차 하반기 수시대관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33&sca=%EC%9D%BC%EB%B0%98%EA%B3%B5%EA%B3%A0


 
[노들섬] 

 

 

1. 대관분류 

1)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 스탠딩 : 총 874석, 1층 스탠딩 750석, 2층 지정좌석 124석 (휠체어석 8석 포함) 

- 좌석 : 456석 (가변형-접이식), 1층 328석, 2층 116석, 휠체어석 12석 (1층4석/2층 8석)  

- 부대시설 : 대기실, 대관자 사무실, 티켓부스 

2) ‘다목적홀 숲’ 대관시설  

– 면적 : 573㎡ 및 층고 약 5m~7m 

– 부대시설 : 대기실, 세미나실 A(50인실), 세미나실 B(집기 및 장비 미보유), 세미나실 

C(30인실) 

※ 세미나실은 추가 대관시 별도 대관료가 발생합니다. 

 

2.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대관 모집일 : 2021년 1월 5일 (화) ~ 2021년 6월 30일 (수)  

※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3. 접수기간 : 2020년 9월 16일 (수) 00:00 ~ 2020년 10월 14일 (수) 23:59까지 

 

4. 문의 

-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대관 문의 070-7729-6573  

- 노들섬 다목적홀 숲 대관 문의 070-7729-6566 

- 노들섬 잔디마당 대관 문의 070-7729-6568 

 

5. 관련링크 : 클릭  

 

 

 

 

 

 

6. 노들섬 특화공간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https://c11.kr/i3q2


 
[구름아래소극장] 

 

 

1. 대관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신청기간 : 상시모집 

 

3. 필수사항 : 지그재그 좌석 거리두기 적용 (총 87석)  

 

4. 제공내역  

- 손소독제, 손세정제, 비접촉식 체온계 이용 체온측정  

- 전문 음향/조명 기술인력 & 보유악기  

- 무대 3면 LED 시설 

- 구름속에커피집/구름속에백반집 당일 15% 할인  

 

5. 대관료 및 사용시간  

- 하루대관 LED 전체 사용  

 대관료 사용시간 

월~목 250만원 → 150만원 
11:00 ~ 23:00 협의 

10시간 

금~일, 공휴일 320만원 → 220만원 
10:30 ~ 22:30 협의  

10시간  

 

- 하루대관 LED 좌우사용 

 대관료 사용시간 

월~목 200만원 → 100만원 
11:00 ~ 23:00 협의 

10시간 

금~일, 공휴일 270만원 → 170만원 
10:30 ~ 22:30 협의  

10시간  

 

6. 문의 : 02-3280-8800 

 

7. 관련링크 : 클릭  

 

 

 

7. 당신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관 프로모션 

http://gurumare.co.kr/notice/view?idx=12


 
[성남아트센터] 

 

 

1. 2021년 대관운영 기준 : 정기대관을 1, 2차로 구분하여 시행 

- 1차 : 2021. 1. 1 ~ 8. 31  

- 2차 : 2021. 9. 1 ~ 12. 31 (2021년 4월 추진 예정) 

※ 1차 정기대관은 지그재그식 좌석오픈 (45%미만)을 기준으로 대관 공고, 2차 정기대관은 

2021년 추후 판단하여 공고  

 

2. 대관기간 : 2021. 1. 1 ~ 8. 31  

 

3. 대관 공연장  

- 오페라하우스(대극장) : 1,808석 

- 콘서트홀(중극장) : 1,102석 

- 앙상블시어터(소극장) : 378석 

 

4. 접수기간 : 2020. 9. 28 (월) ~ 10. 16 (금) 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5. 문의 : 031-783-8046(오페라하우스), 8045(콘서트홀), 8050(앙상블시어터)  

 

6. 관련링크 : 클릭  

 

 

 

 

 

 

 

 

 

 

 

8. 2021년도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1차 정기대관 

https://www.snart.or.kr/web/board/14/16525/?MENUMST_ID=21519&page=1


 
[하남문화예술회관] 

 

1. 대관기간 : 2021. 1. 5 (화) ~ 6. 30 (수) / 6개월  

 

2. 대관시설 

 

3. 대관 가능일 

 

4. 접수기간 : 2020. 9. 23 (수) ~ 10. 13 (화) / 21일간 

 

5. 문의 : 031-790-7934  

 

6. 관련링크 : 클릭  

 

9. 2021년도 상반기(1~6월) 정기대관 

https://www.hnart.or.kr/artcenter/selectBbsNttView.do?key=219&bbsNo=1&nttNo=429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경기아트센터] 

 

 

1. 접수기간 : 2020. 10. 14(수) 10:00 ~ 2020. 10. 19(월) 17:00 

 

2. 공연장 (대‧소극장) 안내사항 

- 공연 대관시간 중 12:00~13:00, 17:00~18:00은 대관신청 불가 함 

(단, 공연 진행시간에 포함 되는 경우는 별도 협의) 

-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 신청 

- 대중공연(콘서트 및 뮤지컬 등)은 1일 대관 불가. 또한, 준비대관시간에 전기안전검사 시

간 고려하여 신청 

- 행사시작 시간은 10:00 이후로 신청 (불가할 경우, 담당자와 별도 협의) 

- 부대시설(광장 및 로비) 사용 시, 지정된 양식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 첨부 요망 

- 취식행위 및 영리행위 등 절대 불가 

 

3. 문의 : 031-2303-266(대‧소극장) / 462(갤러리) 

 

4. 관련링크 : 클릭  

 

 

 

 

 

 

 

 

10. 2021년 (재)경기아트센터 시설물 정기대관 

http://www.ggac.or.kr/?p=42&page=1&viewMode=view&reqIdx=20200928100639661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모집대상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공

공기관/기업/개인 등 

 

2. 모집건수 : 3건 이내  

 

3. 지원내용  

- 스페이스 살림 공간 및 장비 무상 대여  

- 스페이스 살림 웹페이지 및 SNS 온라인 홍보 지원 

-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 

 

4. 활용공간 : 스페이스 살림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 : 야외 공연장, 다목적홀, 마당/로비/콘

코스  

 

5. 운영일정 : 2020. 11. 23 (월) ~ 12. 12 (토)  

 

6. 접수기간 : 2020년 9월 25일 (금) ~ 10월 19일 (월) 18시까지  

 

7. 문의 : 02-810-5461  

 

8. 관련링크 : 클릭  

 

 

 

 

 

 

 

 

11. 스페이스 살림 프로젝트 운영 공간 대관 

http://www.seoulwomen.or.kr/c3/sub2_view.jsp?regNo=1600993645981&nowPage=0&order=NOTI_REG_NO&orderDir=desc


 
[(재)부천문화재단] 

 

 

1. 추진일정 : 2021. 1. 1.~ 2021. 6. 30. 

내부대관(재단, 부천시) 정기대관(공연. 예술단체) 수시대관(일반단체, 시민) 

접수 

기간 

심사 

및 

조정 

기간 

결과 

통보 

접수 

기간 

심사 

및 

조정 

기간 

결과 

통보 

접수 

기간 

심사 

및 

조정 

기간 

결과 

통보 

10. 5 

~ 

10.18. 

(14일간) 

10.19 

~ 

10.25 

(7일간) 

심사완료후 

개별통보 

10. 26 

~ 11. 8. 

(14일간) 

11. 9. 

~15. 

(7일간) 

심사완료후 

개별통보 

11. 

23. 

~ 

접수 후 

7일이내 

심사완료후 

개별통보 

 

2. 대관 시설현황 및 좌석, 문의처  

대관 시설현황 비고 문의 

시민회관 대공연장 

1층 : 590석 2층 : 451석 

총1,041석 

(일반 578석 / 장애인 12석) 

☏032-320-6481 

팩스-032-324-9307  

시민회관 소공연장 
총 221석 

(일반 219석 / 장애인 2석)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1층 : 411석 2층 120석 

총531석 

(일반 406석 / 장애인 5석) 

복사골문화센터 갤러리 
108평 규모 전시실 

전시,워크숍,행사등 

오정아트홀 

1층 : 320석 2층 : 84석 

총좌석404석 

(일반 314석 / 장애인 6석)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 

512호 : 24석 

513호 : 100석 

514호 : 120석 

☏032-320-6487 

팩스-032-324-9307 

 

3. 관련링크 : 클릭  

 

 

12. 2021년 부천문화재단 문화공간 상반기 정기. 수시대관 

http://www.bcf.or.kr/cust/noti/noticeDetail.act?ArticleId=17497&sArticleCategoryId=89


 
[(재)수원문화재단] 

 

 

1. 수원SK아트리움 

구분 시설명 객석 수 무대면적 

공연시설 

대공연장 

950석 

※ 1층 624석, OP 56석, 휠체어석 10석 (총 690석) 

2층 252석, BOX 8석(총 260석) 

864㎡ 

소공연장 
300석 

※ 280석, OP 16석, 휠체어석 4석(총 300석) 

170㎡ 

 

2. 대관기간 : 2020년 1월 ~ 6월 (장소별 대관 가능일 참조) 

 

3. 신청 및 접수 : 2020. 10. 12.(월) ~ 10. 29.(목) [18일간] 

 

4. 문의 : 031-250-5324 

 

5. 관련링크 : 클릭  

 

 

 

 

 

 

 

13. 수원SK아트리움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https://www.swcf.or.kr/?p=114&page=1&viewMode=view&idx=18933


 
[신한카드, 민트페이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실력파 뮤지션들의 도전과 그 열정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프로젝트로 신한카드와 민트페이퍼가 함께합니다. 2020년을 맞아 기존 오디션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1. 접수일정 : 2020년 5월 13일 (수) ~ 11월 말 (종료 시) 

 

2. 신청접수 : 민트페이퍼 WEB내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네이버 폼 작성 

 

3. 신청자격 :  

- 자작곡 20분 이상 공연 가능한 아티스트 

- 영상 포함 최소 2개 이상의 콘텐츠가 있는 경우 

- 정규/EP/미니앨범 발매한 경우, 첫 작품 발매 시기가 2년 이내여야 함 

- GMF/BML 등 민트페이퍼 주최 페스티벌 출연 경력이 없는 뮤지션 

- 기존 신한카드 루키 본선 진출팀은 선발 제외 

 

4. 프로젝트 혜택  

- 활동 지원비 

- 라이브 클립 제작 

- 신한카드 채널을 통한 홍보  

- 민트페이퍼 페스티벌(GMF/BML) 출연 기회 

 

5. 문의 : 민트페이퍼 mintpaper@mpmg.co.kr 

 

6. 관련링크 : https://c11.kr/fcwk 

  

1. 2020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mailto:mintpaper@mpmg.co.kr
https://c11.kr/fcwk


 
[(재)화성시문화재단] 

 

HAP 페스티벌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되는 국제적 예술교류 축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발표 취소 또는 연기된 예술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는 새로운 축제 플랫폼입니다. 

 

 

1. 접수기간 : 상시 

 

2. 작품형식 : 온라인에 업로드 가능한 3~15분 이내 영상물 

 

3. 축제기간 : 연중 (축제사이트 6월 중 오픈 예정) 

 

4. 제출서류 :  

- 참가신청서 (서식) 

- 참여작품 (3~15분 이내 avi 또는 wmv형식 영상물) 

- 자기소개 및 작품소개 영상 (40초 ~ 2분 이내)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cf_festival@naver.com) 

 

6. 지원사항  

-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채널 홍보 

- 참여 작품 및 예술가 관련 정보 영문번역 

 

7.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축제기획팀 031-290-4614~5 

 

8. 관련링크 : https://c11.kr/fwvn  

 

  

2. HAP 페스티벌 참여 작품 모집공고 

mailto:hcf_festival@naver.com
https://c11.kr/fwvn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1. 공모주제 :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된 곡과 가사 

 

2.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응모부문 : 개인 또는 팀 응모 

※ 복수 작품 응모 가능하나 수상은 팀(개인)당 한 개 작품만 가능 

 

4. 접수기간 : 2020. 7. 6(월) ~ 10. 16(금) 17시까지 

※ 수상자 발표 : 11월 말 예정 

 

5. 시상내역 : 총 10편 (상금 1,350만원)  

 

6. 관련링크 : 클릭 

 

 

 

 

 

 

 

 

 

 

3.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 노래 

https://www.integritycontents.kr/ApplySong


 
[(재)용인문화재단] 

 

 

 

1. 신청기간 : 2020.08.05.(수) 09시 ~ 2020.10.15.(목) 17시까지 – 기한연장 

 

2. 지원금액 : 30만원 (1인/현금 균등 지급) 

※ 정산 의무 없음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붙임 3)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

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3. 지원대상 

-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

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 내

에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4.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2020.07.31.)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메일 접수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 

 

5. 문의 : 031-323-6391, 6392 

 

6. 관련링크 : 클릭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https://www.yic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540&pageIndex=1&menuNo=050000&subMenuNo=050100&thirdMenuNo=0501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

질환 우선지원)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지원 상세항목 

5. 2020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3. 신청자격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4.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5. 지원기간 : 신청일 ~ 2020년 12월 11일까지 청구분 지원 

 

6. 지원항목 :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

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7. 지원방법 :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8. 신청기간 : 2020년 7월 31일 ~ 2020년 11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9. 문의 : 02)3668-0200 

 

10. 관련링크 : 클릭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3976


 
[서울시] 

 

 

1. 응모기간 : 2020.9.1.(화) ~ 10.20.(화)  

 

2. 응모자격 : 흡연예방 문화조성에 관심있는 만16세~만34세 이하 누구나 (고등학생&청년) 

※ 개인 및 동아리 등 팀(4인 이내)으로도 응모가능 

 

3. 공모주제 : 금연 및 흡연예방 소재 금연송 뮤직비디오 제작 

- 기 제작된 서울시 금연송(MBC ‘나혼자 산다’ 방송)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 제작 

※ 음원 파일 제공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4. 시상내역 : 총 7작품 (서울시장상, 상금 수여) 

구 분 작 품 수 시 상 금 

대 상 1 200만원 

최우수상 1 150만원 

우수상 2 100만원  

장려상 3 70만원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5. 결과발표 : 2020. 12월 초 예정 

※ 서울시 웹 커뮤니티 “내 손안에 서울”(공모전)에 결과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공모전)을 

통해 공지 

 

6. 문의 

-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568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02-927-7451 

 

7. 관련링크 : 클릭 

 

 

 

 

 

6. 서울시 금연송 뮤직비디오 제작 공모전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3781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1. 공모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1) 일반 부문  

- 청소년 부문 : 국내에 거주중인 초·중·고등학생 (일반 및 특수학교), 대안 학교 등 재학생 

및 연령대 청소년 (만 19세 미만 포함) 

- 성인 부문 : 국내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 (대학생 포함) 

2) 전문가 부문 

- 국내에 거주중인 전·현직 영상제작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 부문별 개인 및 팀, 동아리(지도교사 팀당 1인) 포함 최대 4인 이내 구성 

 

2. 공모주제 : 문화유산에 얽힌 나의 이야기 (부제 : 나와 문화유산) 

- 신규영상 제작 

- 기제작 영상 재제작 : 문화유산채널 영상물 및 음원을 활용해 제작 

※ 단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3D, ASMR, 광고, 뮤직비디오 등 장르와 형식 제한 없음 

※ 외국어 가능 (단, 외국어로 지원 시 한국자막 병기 필수) 

 

3. 접수기간 

- (1차 접수) 9월 1일(화) ~ 9월 30일(수) 

- (2차 접수) 10월 1일(목) ~ 10월 17일(토) 

 

4. 시상규모  

 

5. 문의 : 070-4848-0838 

 

6. 관련링크 : 클릭  

 

7. 2020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 

http://www.k-heritage.tv/cms/content/view/1564


 
[서대문구] 

 

 

1. 공모주제 : 서대문에서 通(통)하는 이야기 

- 서대문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 서대문의 정책, 명소, 축제, 맛집, 미담사례, 역사문화 등 참신한 서대문구 홍보 콘텐츠 

 

2. 접수기간 : 2020. 8. 31.(월) ~ 10. 30.(금) 

 

3.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지역, 연령 제한 없음) 

 

4. 응모방법 및 콘텐츠 출품 규정 

- 본인이 순수 창작한 영상, 블로그, 카드뉴스, 웹툰을 개인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 및 필수해시태그 추가(#서대문구SNS콘텐츠공모전) 

- 응모작은 “전체공개, 댓글·공감 허용, 검색 허용” 등 공개 설정 

 

5. 심사기간 : 2020. 11.2. ~ 11. 20. 예정 

 

6. 시상내역 : 서대문구청장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시상일 : 2020. 11월 말 (개별 통보)  

 

7. 문의 : 02-330-8765, 1412  

 

8. 관련링크 : 클릭  

 

 

 

 

 

8. 제1회 서대문구 SNS 콘텐츠 공모전 

http://www.sdm.go.kr/news/news/notice.do?mode=view&sdmBoardConfSeq=106&sdmBoardSeq=242855


 
[성동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외부 창작활동이 어려운 다양한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인터뷰  

 

1. 신청/인터뷰 참여 기간 : 2020. 9. 11(금) ~ 11. 30(월)  

 

2. 모집 대상/인원 : 성동구에서 활동 경력이 있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예술인 

- 거주지가 성동구인 예술인 

- 주 예술활동 지역인 성동구인 예술인 (성동구 내에서 3년 이내 예술 활동 증명)  

- 성동구와 관련된 사업을 3년 이내에 참여한 예술인  

 

3. 참여과정  

-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진행 : 성동구 청년예술인과 

재단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간  

- 형식 1) 간단 인터뷰 : 여덟 가지 질문지를 통한 간단한 인터뷰 (전 신청자 진행)  

① 신청자 전원 신청서를 기반으로 인터뷰 카드 제작  

② 블로그 포스팅  

③ 추후 참여 예술인 홍보를 위한 성동 청년 예술인 아카이브에 등록  

- 형식 2) 심층 인터뷰 : 작업 가치관이나 이력에 대한 인터뷰 (진행 시 담당자를 통한 일

정 조율) 

① 신청자 중 흥미로운 작업이나 가치관을 가진 예술인 선정  

② 예술인의 활동 이력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질문지 전달 및 유선 연락  

③ 성동문화재단 플랫폼에 업로드 (인터뷰 포함)  

 

4. 문의 : 문화사업팀 02-2204-7555/7558  

 

5. 관련링크 : 클릭  

 

 

9. 성동구 청년예술인 인터뷰 대상 모집 

https://blog.naver.com/best_of_best2/222086767614


 
[(재)수원문화재단] 

 

 

1.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두가지 기준(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

인 

①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서 아래 3가지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

(2018~2020년) 

(2)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

(2017~2019년) 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3)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 

②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

단체 및 단체원 

 

3. 지원금액 

- 1인 가구 예술인 : 30만원 

- 2인 이상 가구 예술인 : 50만원 

※ 코로나19 관련 市 지원사업(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및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중

복 혜택 가능 

※ 정산의무 없음. 

 

4. 신청기간 : 2020. 9. 28.(월) ~ 10. 16.(금) [19일간] 

 

5. 대상자 발표일 : 2020. 10. 29.(목)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6. 지원금 지급일 : 2020. 10. 30.(금) 예정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7. 지원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압류 등으로 본인계좌 지급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8.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2~34, 3539) 

 

9. 관련링크 : 클릭  

 

10. 수원 예술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https://www.swcf.or.kr/?p=95&page=1&viewMode=view&idx=18585


 
[마포구] 

 

 

1. 모집기간 : 2020. 9. 21. (월) ~ 10. 11. (일) 18:00 

 

2. 모집분야 : 음악, 기악, 무용, 댄스, 퍼포먼스 등 거리예술 활동이 가능한 장르 

 

3.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 예술가  

※ 미선정팀 재신청 가능, 수상팀의 대표자는 중복 수상 불가  

 

4. 온라인 경연 개요  

- 1차 예심 서류발표 : 2020. 10. 13. (화) 20팀  

- 2차 본선 온라인녹화/현장심사 일시 : 2020. 10. 16. (금) 18:00 ~ 20:00  

- 2차 본선 온라인 시민 호응도 심사 일시 : 2020. 10. 17. (토) ~ 10. 25. (일)  

 

5. 심사개요  

 

6. 수상자발표 

- 일시 : 2020. 10. 27. (화)  

- 게시 : 마포구청 홈페이지  

- 수상내역 :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  

- 시상내역  

 

7. 문의 : 02-3153-8353 / 02-6383-1273  

 

8. 관련링크 : 클릭  

11. 제2회 홍대 거리아티스트 

온라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gosi/239305?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listType=list&bcId=gosi&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true&baUse=true


 
[(재)부천문화재단] 

 

 

 

1. 조사기간 : 2020. 9. 21. ~ 10. 11.  

 

2. 조사대상 : 부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3. 참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 또는 QR 코드를 클릭하여 참여 

※ 참여하신 분들께는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4. 문의 : 032-320-6373 / 070-8860-6345  

 

5. 관련링크 : 클릭  

 

 

 

 

 

 

 

 

 

 

 

 

12. 부천 예술인 실태조사 

http://www.bcf.or.kr/cust/noti/noticeDetail.act?ArticleId=17479&sArticleCategoryId=89


 
[(재)광진문화재단, 극단충동] 

 

<10분 예술제>는 광진구 지역극장인 '충동소극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특정 

주제에 맞춰 10분씩 공연을 펼치는 예술제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특색을 살려 자신의 장르

로 본인(팀)을 소개하고, 주제(키워드)에 대한 생각을 공연으로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지역 예술가와 지역민이 예술을 함께 향유하고 나누는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 10분 예술제 모집 기간 및 공연 일자 

 

2. 우대사항  

- 광진구에 거주하는 예술가 

- 광진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3. 모집장르 : 장르 무관 

 

4. 공연장소 : 충동소극장(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97-4 B1) 

 

5. 모집인원 : 회당 5팀(개인 및 단체) ※중복 지원 가능 

 

6. 기타사항 

- 그 달의 주제에 관한 공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존 레파토리가 아닌 주제에 관한 공

연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개인 장비 및 악기 지참 必 

- 소정의 출연료 지급 예정(10만원 내외) 

 

8. 문의  

- 프로그램 문의 : 02-2049-4712 (광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극장 및 장비 문의 : 010-5607-7780 (충동소극장 매니저) 

 

9. 관련링크 : 클릭  

 

13. 지역극장 모델발굴 시범사업  

지극정성 프로젝트 <10분 예술제> 예술가 모집 

http://www.naruart.or.kr/bbs/board.php?bo_table=performance&wr_id=722


 
[(재)의정부문화재단] 

 

 

1. 접수기간 : 2020년 10월 6일 (화) ~ 10월 15일 (목) / 총 10일 

 

2. 공모대상 : 만 19세 이상 의정부시민 누구나  

 

3. 지원규모 : 100만원*15팀  

 

4. 공모내용 : 8가지 시민 발굴 주요의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행사업  

 

5. 지원사업범위  

- 영상, 음원과 같은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 제작, 워크북, 아트키트 제작 등 

-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 등 

- 지역문화의 특수성에 기반한 캠페인이나 연구조사 활동 등  

 

6. 문의 : 031-828-5836  

 

7. 관련링크 : 클릭  

 

 

 

 

 

14. 오늘도 평화로운 의정부 프로젝트 공모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990


 
[(재)인천문화재단] 

 

 

1.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11월 

 

2. 사업내용 : 인천 지역 내 기획·실행 가능한 생활문화프로젝트 활동 지원 

(기존 문화예술 장르 및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생활문화 관련 모든 프로젝트 지원) 

 

3. 지원규모 : 프로젝트 당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예정 

 

4. 지원자격 : 생활문화에 관심 있는 모든 개인 (단, 해당 프로젝트는 인천 내에서 진행되어

야 하며, 20년도 11월 말까지 모든 수행이 완료되어야 함)  

 

5. 신청접수 : 2020년 10월 1일(목) ~ 10월 11일(일) 

※ 공모결과는 10월 4주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우주인 프로젝트’ 內 ‘제안 프로젝트’에 업로드(사진 및 동영상 첨부 가능) 

※ 선정 프로젝트는 ‘활동 프로젝트’로 전환되며,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경우 개별안내 후 

홈페이지 

 

7. 문의 : 032-760-1036 

 

8. 관련링크 : 클릭  

 

 

 

 

15. 2020 우∙주∙인 프로젝트 10월 공모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93&sca=%EC%A7%80%EC%9B%90%EC%82%AC%EC%97%8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내드립

니다. 2020년 10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10.1.(목) ∼ 10.10.(토) 

 

2.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www.artloan.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지사항 확인 후 대출 종류별 준비서류, 자격조건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 2020.10.1(목) 09:00 ∼ 10.10(토) 18:00 까지 

*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온라인 신청·접수만 운

영합니다  

 

3. 승인자 발표 예정일 : 10.16.(금)  

※ 휴대폰에 따라 승인문자 미수신 가능성도 있사오니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필히 승인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약정체결 : 승인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 대상자 선정 미확인으로 인한 승인취소는 본인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고 반드시 발표기간 

내 공지사항 및 마이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대출금 지급일 : 2020.10.30.(금) 

 

※ 기타사항 : 긴급생활자금 상품의 경우 융자추천인 기준이 완화 되었으니 많은 신청 바랍

니다. ▶ 예술인활동증명자 1명+일반인 1명 → 일반인 2명 

 

6. 문의 : 융자전담콜센터 02-3668-0238~9 

 

7. 관련링크 : 클릭 → 융자사업안내 → 공지사항 → 10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16. 10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https://www.artloan.kr/info/guideLoan.do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1. 공모전 주제 : 서울시 성곽둘레길을 주제로 한 모든 영상 

 

2. 지원자격 : 서울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누구나(개인/팀/동아리 참여가능)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우대 

 

3. 지원혜택 : 우수팀 시상 

- 대상(1팀) : 상장 및 상금100만원 

- 최우수상(1팀) : 상장 및 상금50만원 

- 우수상(2팀) : 상장 및 상금30만원 

- 장려상(2팀) : 상장 및 상금20만원 

 

4. 공모전 일정 

- 출품작 접수 : 2020년 7월 20일(월) ~ 2020년 10월 15일(목) 밤 12시 

- 출품작 심사 : 2020년 10월 16일(금) ~ 2020년 10월 21일(수) 

- 수상작 발표 : 2020년 10월 23일(금) 15:00 (성균관대 홈페이지 게시예정) 

- 공모전 시상식 : 2020년10월30일(금) 

※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자만 참석하는 온라인 시상식 및 상영회 진행(예정) 

 

5. 출품규격 

- 장르 : 동영상, 만화·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자유 형식(장르무관)의 순수 창작물 

- 영상길이 : 3분 이내 

- 영상규격 : 1920✕1080 pixel 또는1080✕1080 pixel (파일형식: mp4, mov(h.264), avi) 

 

6. 문의 : 070-4231-1003 

 

7. 관련링크 : 클릭  

 

17. 성곽둘레길 미디어아트 영상공모전  

https://www.gokams.or.kr:442/01_news/event_view.aspx?Idx=33156&flag=0&page=2&txtKeyword=&ddlKeyfield=T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계약 및 저작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 노무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컨설

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담당자 확인 후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 진행 

 

2. 상담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3. 문의 : 02-3668-0200 / www.kawf.kr  

 

4. 관련링크 : https://c11.kr/fwvf   

 

 

 

 

 

  

1. 2020년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file:///C:/Users/for/Desktop/www.kawf.kr
https://c11.kr/fwvf


 
[(재)경기콘텐츠진흥원] 

 

 

1. 지원대상 : 보유 콘텐츠IP로 해외진출 예정, 특정 해외기업과 거래, 계약 및 협업 진행 

중인 경기도 콘텐츠 기업(콘텐츠 전체영역) 

※ 동일 건으로 타기관의 법률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있는 기업 제외 

※ 2020년 콘텐츠산업팀 실시 예정 '해외진출 번역지원' 중 '법률 계약서 번역' 연계 및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해외 구매자와의 영/중문 계약서 검토/수정 및 첨삭, 계약단계 법률상담(추진, 

파기 등) 

- 계약서 검토/수정 최대 2회로 제한 

※ 영문 계약서 : 장당 12만원(최대 13장) 

※ 중문 계약서 : 장당 14만원(최대 11장) 

※ 단, 중문 계약서의 경우 수행사의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필요 

※ 검토량에 따라 한도 내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잔액 발생 시 추가기업 지원 예정 

- 제한 상담 회수 및 장수 초과 시 기업부담 

 

3. 제출 서류 

- (필수) 수출계약서 컨설팅 신청서(필수서식), 특정 해외바이어와의 영문/중문 계약서 혹은 

서신 등 증빙서류 

- (선택) 콘텐츠 IP 소개자료(국문), 기업 소개 자료(국문) 

 

4. 접수기간 : 2020년 4월 8일 (수) ~ 2020년 11월 30일 (월)  

※ 상시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5.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6. 문의 

- 사업담당 : 콘텐츠산업팀 김경원 매니저 032-623-8085 

- 수행사 : 브이알애드 조은일 이사 / 김도윤 변호사 010-3330-3811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ID : gcalegal 

 

7. 관련링크 : https://bit.ly/2UNs8bW  

 

  

2. 경기 콘텐츠 해외진출 법률상담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공고 

https://bit.ly/2UNs8bW


 
[(재)금천문화재단] 

 

1. 사업목적 :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를 발굴하고 아카이브 하여, 지역예술가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 운영방법 :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 예술가(단체) DB 

 

3. 해당분야 :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미디어, 디자인, 문학(9월 이후) 

 

4. 사업대상 

- 서울시 금천구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예술인(단체) / 2020년 진행 

* 서울시 서남권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예술인(단체) / 2021년 이후 예정 

* 서울시 서남권 :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 홈페이지 내 예술인(단체)등록 페이지 제작 전까지 이메일, 구글시트 등을 통한 DB 자료 

취합 

 

5. 신청자격 및 세부기준(공통자격)  

 

6. 추진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1월 (추진기간 내 제출) 

 

7. 문의 :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2-2627-2998 

 

8. 관련링크 : https://c11.kr/fo3j 

 

3. 금천구 예술인 DB 사업, 금천 ART LIBRARY 

https://c11.kr/fo3j


 
[플레이티켓] 

 

 

플티가 2020 하반기 중소극장 공연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티스트 

개인페이지를 기반으로’ 소극장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아티스트 및 공연단체의 브랜드 가치

를 높이고자 진행됩니다. 본 공연브랜딩 지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0 예술분야 성장기

업 사업도약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 대상 : 플레이티켓에서 판매하는 전국의 중, 소극장 하반기(~2020년 12월) 공연  

※ 단독판매 우대  

 

2. 지원내용 : 프로필사진 / 인터뷰 영상 촬영 및 제작, SNS 광고, 보도자료, 할인쿠폰 등 

 

3. 신청조건 

 

※ 플레이티켓 판매 오픈 좌석 수에 따라 홍보마케팅 지원범위가 결정됨 (단독 판매의 경우 

모든 항목 지원) 

 

4. 신청기한  

- 2차 수시모집 (50개 작품 모집 시 마감) 

- 야외 및 무료 공연 제외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6. 문의 : playticket@daum.net  

 

7. 관련링크 : 클릭  

 

 

 

 

4. 2020 공연예술브랜딩 프로젝트 

- 공연할 때 플티에 얘기해! 

mailto:playticket@daum.net
https://www.playticket.co.kr/nav/board.html?tbl=townnotice&pmode=view&idx=12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사업목적 

- 공연&전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의 장 마련 

- 기술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관람의 활성화 방안 모색 

 

2. 공모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만 지원 가능, 2001년생부터)  

* 1인당 1개 아이디어 제출 가능, 중복 신청 불가 

 

3. 지원규모 : 총 4개 선정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1개 2개 1개 

상금 500만원 각 200만원 100만원 

 

4. 공모내용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티켓 결제, 이동, 안내, 관람 등에 

대한 아이디어 가능 

- 4차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으로 공모 대상 한정  

 

5. 모집기간 : 2020. 08.31.(월) ~ 10.19.(월) 17:00 까지 

 

6. 문의 : 02-708-2268 

 

7. 관련링크 : 클릭  

 

 

 

 

5. 2020 기술 활용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http://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2822&page=1&txtKeyword=&ddlKeyfield=T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화성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내 

전문 예술인·예술단체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B에 등록된 예술인·예술단체에는 네트워

크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단과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화성시 예술인·예술단체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1. 참여대상 : 자료로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등록기간 : 2020.09.14.(월)~12.31.(목) 

 

3. 참여방법  

- 기본정보 등록 : http://naver.me/xhs370g9 링크에 접속하시어 기본정보를 등록해주세요.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 포트폴리오 제출 : 본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양식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

(jhj90@hcf.or.kr)로 제출해주세요. 

- 제출자료 확인 후 개별 연락 / 홈페이지 DB 게시판 구축 후 제출 자료 등록 : DB등록이 

완료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예술지원팀의 다른 사업에 참여 및 지원 시 DB등록 자료로 지

원서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예술지원팀의 사업에 한정하고 사업별로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4. 문의 : 예술지원팀 031-290-4603 

 

5. 관련링크 : 클릭  

 

 

 

 

 

 

6.  2020 화성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DB 등록 

https://www.hcf.or.kr/hcf/59?action-value=893f6fa0f51f2551f4f029d1df0a253e&action=read&chathead=%ED%99%94%EC%84%B1%EC%8B%9C%EB%AC%B8%ED%99%94%EC%9E%AC%EB%8B%A8


 
[한국콘텐츠진흥원] 

 

 

1. 행사개요 

- 기간 및 장소 : 2020년 11월 19일, 북경비즈니스센터 인근 행사장(미정) 

※ 한국 콘텐츠기업은 온라인으로 참석 

- 참가업체 : 중국시장 진출의지가 있는 콘텐츠 전 장르 기업 

 

2. 지원사항 

- 현지 바이어 유치 및 1:1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통역, 홍보자료 배포 등) 

- 사전 비즈매칭 및 바이어 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 

 

3. 참가자격 

- 콘텐츠 판권 권리를 소유하거나 절대적 협상권을 가진 업체 

-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에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4. 의무사항 

-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 유지 

- 비즈니스 미팅 실적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실적 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추후 필요에 의해 요청시) 

- 그 외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요청 및 자료 제출 등에 협조  

※ 타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참가사는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선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 2020. 9. 18.(금) ~ 10. 12.(월) 점심 12:00 ※ 시간 외 접수 불가  

 

6. 문의 

- 사업관련 : 북경비즈니스센터 김영빈 주임 010-6501-6501 

- Welcon관련 : 웰콘 헬프데스크 1566-9984 

 

7. 관련링크 : 클릭  

 

 

 

 

 

7. 제5회 코리아콘텐츠데이(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http://www.kocca.kr/cop/pims/view.do;KCSESSIONID=1QKQfpfM6PM3nwXzFtfSm91G6TFGtHVKxB6nz6Lj6dVThHG3SLfR!-1505061076!1081247808?intcNo=320I282002&menuNo=200828&recptSt=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을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 중 아래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은 특정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한류관련 콘텐츠 산업 분야 : 영상, 방송, 음악 등  

 

2. 지원금액 : IT 직무 채용 시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3. 지원기간 및 한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선착 개념) 

- 사업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 최대 30명 상한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4. 신청절차 

 
 

5. 문의 : 교류협력팀 류미정 주임(02-3153-1765), 강희주 주임(02-3153-1737) 

 

6. 관련링크 : 클릭  

 

 

 

 

8. 新 한류 특화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http://kofice.or.kr/g200_online/g200_online_01_view.asp?seq=18926


 
[서대문구]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접수기간 : 8월 3일(월) ~ 12월 10일(목) 18시 까지 

2. 지원대상 : 서대문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지원, 대규모기업 제외) 

3.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5개월 지원 

4. 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구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7월~9월 10월~11월 

지원한도 

고용유지지원금 일 최대 지원금 

(일반업종 6만 6천원, 

특별고용지원업종 7만원)의 10% 

고용유지지원금 일 최대 

지원금 

(일반업종 6만 6천원, 

특별고용지원업종 7만원)의 

33% 

지원예시 

(근로자월급여200만원) 
월 약 140천원 지원 월 약 462천원 지원 

 

❚ 고용·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 접수기간 : 10월 1일(목) ~ 12월 15일(화) 18시 까지 

※ 분기별 1회 신청(단,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근로자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 

2. 지원대상 : 서대문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

업체가 고용·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가 있는 

사업체 

 

3.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5개월 지원(근로자 부

담분 제외) 

9. 서대문구 사업체 고용유지지원사업 안내 



4. 지원금액 

구분 
사업장 근로자 인원 

5인 미만 사업장 5~10인 미만 사업장 

지원한도 사업주 부담분의 10% 사업주 부담분의 20% 

지원예시 

(근로자월급여200만원) 
월 약 11,100원 지원 월 약 22,200원 지원 

5. 문의 : 02-330-1417,1421  

6. 관련링크 : 클릭 (9월 17일 게시글) 

 

 

 

 

 

 

 

 

 

 

 

 

 

 

 

 

 

 

 

 

 

 

 

https://www.sdm.go.kr/news/news/notice.do


 
[(재)고양문화재단] 

 

 

1. 접수기간 : 2020. 9. 24.(목) ~ 10.12.(월) 17:00 까지 

 

2. 지원규모 : 1인(단체)당 100만원 지원(총 200개 선정), 총 2억원 

구분 선정건수 합계 

지원금 (상금방식) 1,000,000원 x200건 200,000,000원 

 

3. 지원분야 : 문화예술 전체장르에 해당하며 활동방식에 있어 단체·개인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고양시 전역에서 기획·실행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작업. 

 

4. 지원자격 

구분 내용 

개인 

1. 고양시를 소재지(주소지)로 하고 있는 예술인, 기획자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

자. 
2.문체부산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신청)자. 
3.최근3년(2018~2020)간 1회 이상 개인으로 예술 활동을 진행한 자. 
※상기 3가지 모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 

단체 
1. 고양시 소재지(주소지)의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지). 
2.최근3년(2018~2020)간 1회 이상 활동한 예술 단체. 
※상기 2가지 모두 해당되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 

 

5. 문의 : 031-960-9682  

 

6. 관련링크 : 클릭  
 

 

 

 

 

 

 

 

10. 2020년 지역 예술활동기획 공모 지원사업 

<고양예술은행> 공모 

http://www.artgy.or.kr/CU/CU0101M.aspx?mode=v&boardid=cs_notice&code=2330&depth=a


 
[(재)인천문화재단] 

 

 

1. 지원대상 

- 예술 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문 예술인 
-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했거나, 육아와 창작활동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예술인 
- 내부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이 필요한 지역 예술 단체 및 그룹(단체 당 최대 8인) 

 

2. 지원 프로그램 
1) 개인심리상담 
- 정서∙성격 검사 등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 대인관계, 생애위기사건, 경제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 사후관리 상담 
2) 가족상담 
- 육아와 창작활동 병행에 따른 예술인 본인, 배우자 상담 
- 10세 이하 자녀 아동의 놀이∙언어치료, 양육코칭 등 
3) 집단상담 
- 스트레스로 소진된 자기 관리와 자기 돌봄 상담 
-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개선을 통해 조직화합을 위한 상담 

-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알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3. 접수 기간 : 2020. 09. 18.(금)~ 
* 접수 현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마감 

 

4. 지원 방식 :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한 신청 접수 

 

5. 제출서류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지원신청서 양식 : 예술활동증명 미 완료자 및 단체 

 

6. 문의 : 032-773-3815 

 

7. 관련링크 : 클릭 

 

11. 2020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77&sca=%EC%A7%80%EC%9B%90%EC%82%AC%EC%97%8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공모명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티켓 결제, 이동, 안내, 관람 등에 

대한 아이디어 가능 

* 4차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으로 공모 대상 한정  

 

2. 공모목적  

- 공연·전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의 장 마련 

- 기술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공연·전시 관람의 활성화 방안 모색  

 

3. 공모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만 지원 가능, 2001년생부터) 

* 1인당 1개 아이디어 제출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4. 지원규모 : 총 4개 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상장 및 시상금)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 1개 2개 1개 

상금 500만원 각 200만원 100만원 

 

5. 모집기간 : 2020. 08.31.(월) ~ 10.19.(월) 17:00 까지 

 

6. 문의 : 02-708-2268 

 

7. 관련링크 : 클릭 

 

 

12. 2020 기술 활용 공연∙전시 관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http://www.gokams.or.kr/02_apply/introduction_view.aspx?Idx=2365&page=1&txtKeyword=&ddlKeyfield=45


 
[(재)서울문화재단] 

 

 

1. 공모분야 : 예술X기술 융합 프로젝트 (자유주제) 

※ 예술 장르 구분·제한 없음 

※ 기술 분야 (예시): 디지털미디어, 사운드, 인터렉티브 테크놀로지, 기계/조형 영역. 인공

지능, 빅데이터, 로봇,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 프로젝트는 2021년 <Project Unfold X (프로젝트 언폴드엑스)> 전시에서 시청각화가 가

능해야 함 

 

2. 지원대상 : 예술X기술 융합 프로젝트의 구현이 가능한, 서울에서 융합예술 프로젝트 실

행을 계획한 예술인(단체) 

 

3. 지원내용 

 

4. 신청접수 : 2020년 10월 15일(목)~30일(금) 18:00까지  

 

5. 지원 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6.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0년 10월 14일 (수) 19:00  

 

7. 문의 : 02-3290-7403  

 

8. 관련링크 : 클릭  

 

 

13. 2020년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Project Unfold X 

(프로젝트 언폴드엑스)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15408&type=


 
[한국콘텐츠진흥원] 

 

 

1. 행사개요 

- 사업명 : 제2회 북경콘텐츠비즈니스상담회(온라인) 

- 기간 : 2020년 12월 1일 예정 (홍보영상 제작일정 등으로 변경 가능) 

- 참가대상 : 총 15개사 내외 모집(대기업 제외, 현지 진출기업 포함) 

- 행사구성 : 쇼케이스, 1:1온라인 비즈상담, 전문가 컨설팅 

 

2. 모집대상 : 라이센싱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한 중국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  

 

3. 모집기간 : 2020.9.22(화) ~ 10.12(월) 오후 24:00까지  

 

4. 지원범위 

- 중국시장 홍보용 PGC(Professional Generator Content)영상 제작 관련 비용 지원(업체당 

약 3백만원 한도내 홍보영상 제작사로 간접 지원)  

- 업체별 피칭 자료 번역 및 기업디렉토리북 제작 및 인쇄  

- 업체별 비즈상담장 통역 지원(한국어, 중국어)  

- 중국 현지 핵심 바이어 섭외 지원 

- 1:1 온라인 비즈상담 운영 지원 

 

5. 문의  

- 사업관련 : 북경비즈니스센터 이향옥 과장(☎ +86-10-6585-9361; hiangok@kocca.kr) 

- Welcon관련 : Welcon 헬프데스크 (☎ 1566-9984 ; welcon@kocca.kr) 

 

6. 관련링크 : 클릭  

 

 

 

14. 제2회 북경콘텐츠비즈니스상담회(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mailto:welcon@kocca.kr
http://www.kocca.kr/cop/pims/view.do;KCSESSIONID=9zDsftgNYxHNr5Lrp2vyn7dB4h318Qj1ZJJF1zGpQF4YPvpFTkG1!-1505061076!1081247808?intcNo=320I282003&menuNo=200828&recptSt=


 
[(재)대전문화재단] 

 

 

1. 프로젝트 운영 

- 사업기간 : 2020. 10월 ~ 12월 

- 사업장소 : 대면 방식(대전광역시 일대에 한정) 및 비대면 방식 

- 공모대상 :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매개자(기획자, 강사 등)가 

포함된 임의구성 프로젝트팀 

- 참여대상 : 지역 문화예술교육 매개자(기획자, 강사, 전문가) 및 시민 등 

- 사업내용 : 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프로젝트 운영  

- 운영절차 

 

2. 지원기간 : 2020. 10. 11.(일) ~ 10. 12.(월) 16:00 / 이메일 접수  

 

3. 공모대상 : 최근 3년 이내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매개자 

(기획자, 주·보조강사 등)가 1인 이상 포함 구성된 임의구성 프로젝트팀 

 

4. 지원규모 : 3개 팀 내외 / 팀별 5,000천원 이내 

 

5. 지원항목 : 프로젝트 운영비(사례비, 회의비, 홍보비, 임차비, 기타진행비 등) 

 

6. 문의 : 042.480.1053 

 

7. 관련링크 : 클릭  

 

15.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면면(面面) 프로젝트」 재공모 

https://dcaf.or.kr/web/board.do?menuIdx=375&bbsIdx=16021


 
[고용노동부,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1.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특

화 분야 (문화컨텐츠산업)  

- 또한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문화콘텐츠산업분야 중 다음의 기업을 우선 선정 (업종코드

가 달라도 신청 가능)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콘텐츠 및 무대기술과 관련된 품목  

 

2. 지원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자, 취업 중이 아닌 자  

 

3. 지원규모 : 총 500명  

 

4. 지원분야 : 4가지 유형 중 선택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 

 

5. 지원내용  

월보수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6. 신청기간 : 2020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신청 인원 초과 시 종료)  

 

7. 문의 : 02-741-1204 

 

8. 관련링크 : 클릭  

 

16. 공연작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http://kapap.co.kr/2020__-2/


 
[한국콘텐츠진흥원] 

 

 

1.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

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사전상담(KOCCA) → 신청/접수(KOCCA) → 평가/추천(KOCCA) 

→ 보증심사(신용보증기금) → 보증서발급(신용보증기금) → 대출(금융기관) 

 

3. 대상기업  

1)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

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뮤지컬), 음악, 이러닝, 만화, 캐릭터 

2)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기업 

- 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3)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4. 완성보증 지원내용 결정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③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④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에 따

른 기업한도 

- 보증한도 금액 : 기업당 15억원 (단, 해외 유통계약인 경우 최대 보증한도 10억) 

 

5. 취급은행 및 보증비율 

-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가나다순 배열) 

- 보증비율 : 최대 95% 부분보증 (잔여부분은 은행이 신용대출) 

 

6. 보증신청 기간 : 매달 1일~10일 (매달 10일 오전 11:00까지) (단, 10월의 경우 12일 오

전 11:00까지) 

※ 2020년 완성보증 사업의 경우 11월 10일 11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보증추천이 

이뤄집니다. 

 

7. 문의 : 02-710-4563 / 4564 

 

8. 관련링크 : 클릭  

 

17. 『2020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신청 안내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156.do?menuNo=200827&noticevent=Y


 
[한국콘텐츠진흥원] 

 

 

1. 특화보증 개요 :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

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 

 

2. 보증제도 상품구성 

 

3.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악, 출판, 만화, 캐릭터, 지식정보

ㆍ콘텐츠솔루션 등 10개 분야 

 

4.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

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5.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6.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02-6441-3658 / 신용보증기금 02-710-4562~4564 

 

7. 관련링크 : 클릭  

 

 

 

18.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157.do?menuNo=200827&noticevent=Y


 
[한국콘텐츠진흥원] 

 

 

1. 행사개요  

- 행사명 : 온:한류축제 (ON:Hallyu Festival) 온라인 수출상담회 

- 일정 : 2020. 11.16(월) ~ 11.17(화) ※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B2B 프로그램 집중 운영 

- 행사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2. 모집대상 : 해외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100개사 내외 

 

3. 대상장르 : 콘텐츠 全 장르 (게임, 방송, 만화, 스토리, 실감(AR‧VR), 패션 등) 

 

4. 연계행사 : 잇츠게임(ITS GAME), 인도네시아 K-콘텐츠 엑스포 

 

5. 지원내용 

1) 온라인 수출상담회 

- 11.16~11.17 全권역 全장르 대상 수출 상담회 집중 진행, 필요 시 추가 상담 진행 가능 

-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및 화상 상담장 제공 

- 참가사 요청에 따라 통역 지원 

- 사전 비즈매칭 및 바이어 관련 정보 제공, 사후 관리 등 

2) 온라인 홍보관 

- 참가사, 콘텐츠, 홍보 영상 등 업로드 (최대 3개 콘텐츠) 

- 효율적인 프로모션을 위해 상용 플랫폼 활용 예정 

- 바이어에게 해당 정보 제공 및 사전 비즈매칭 연계 

3) 연계 프로그램 참가지원 : 콘텐츠 기업 수출역량고도화 사업 참가 지원 

 

6. 참가자격 

- 콘텐츠 판권 권리를 소유하거나 절대적 협상권을 가진 업체 

-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에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7. 신청기간 : 2020. 10. 5.(월) ~ 10. 16.(금) 정오 12:00  

 

8.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14/6216, 웰콘 관련 061-900-6218 

 

9. 관련링크 : 클릭  

 

 

19. 온:한류축제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사 모집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158.do?menuNo=200827&noticevent=Y


 
[은평구] 

 

 

1. 지원규모 : 2,951백만원(2020. 9. 29. 기준)  

 

2. 융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담보 필요) 

※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2020년에 한해 숙박, 음식점업 융자 지원  

 

3. 융자한도 

- 사업 기간 1년 이상(숙박·음식점업 제외) : 1억 원 

- 사업 기간 1년 미만(숙박·음식점업 제외) : 5천만 원 

- 숙박, 음식점업 : 3천만 원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5%(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 이자 면제)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5. 접수기한 : 2020. 10. 12.(월) 

 

6. 융자실행 : 2020. 10. 30.(금) 

 

7. 문의 

- 신청 전 담보 평가 :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355-5973, 내선 311) 

- 담보 평가 후 신청서 제출 등 :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351-6834) 

 

8. 관련링크 : 클릭  

 

 

 

20. 2020년 10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31&boardDataId=213655&CP0000000002_BO0000000087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87_ViewName=board/BoardView


 
[광명시] 

 

 

1.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2020. 8. 30.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 2020. 8. 30.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및 법인 지원 가능 

※ 전사상거래업은 우리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업자 

- 2019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2. 지원내용 : 30만원(1회, 계좌입금, 예산소진 시 종료) 

 

3. 접수기간 

구 분 ① 방문 접수 ② 온라인 접수 

접 수 처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홈페이지 

접수기간 
10. 5.(월) 09:00 부터 

10. 23.(금) 18:00 까지 

10. 26.(월) 09:00 부터 

10. 30.(금) 18:00 까지 

 

4. 문의 : 1688-3399 

 

5. 관련링크 : 클릭  

 

 

 

 

 

 

 

21.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3차 버팀목 지원) 

http://www.gm.go.kr/pt/user/nftcBbs/BD_selectNftcBbsDetail.do?q_nftcBbsCode=1001&q_nftcBbsMgtno=41013&q_currPage=2#0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내용 

- 입찰건명 : K-팝 온라인 콘서트 in UAE 개최 위탁용역 

- 일정 및 방식 : 2020. 11. 6.(금) ~ 11. 18.(수) / 온·오프 연계 

-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0년 12월 11일까지 

- 추정예산 : 74,800,000원(VAT 포함, 해외발생비용 영세율 적용) 

 

2.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0. 10. 14. 10:00 ~ 2020. 10. 16. 11:00 

 

3. 제안서 제출기간 : 2020. 10. 12. ~ 2020. 10. 16. 11:00 

 

4. 추진일정 : 9월 공고, 10월 계약 및 행사 준비, 11월 행사 

 

5. 주요과업  

- (기획) 중동 이슈화에 적합한 공연 프로그램 및 라인업 구성, UAE 및 중동지역에 특화된 

뮤지션 섭외 

- (개최) 공연 개최 및 현장 관리·운영 ※ 같은 시기 국내 타 공연행사 연계 개최 가능 

- (규모) 사회(영어 또는 아랍어), 4팀 내외 공연으로 구성  

-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실황 사전제작,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 (홍보) 사전 홍보영상 및 온라인 홍보물 제작, 미디어·SNS·인플루언서 통한 홍보 추진 

 

6. 문의 

- 과업내용 관련 : 061-900-6214 / (+971)2-491-7227 

- 입찰 관련 : 재무팀 김태관 차장 ☎ 061-900-6171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 IDC 윤여표 차장 ☎ 061-900-6089 

 

7. 관련링크 : 클릭  

22. K-팝 온라인 콘서트 in UAE 개최 

위탁용역 입찰공고 

http://www.kocca.kr/cop/tender/view.do?tenderNo=3357&menuNo=203611&tenderCate=


 
[한국콘텐츠진흥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스튜디오큐브 스튜디오(B,C동) 공간 통합 용역 

- 수행기간 : 계약 체결 후 2020년 12월 28일까지 

- 추정예산 : 126,500,000원(VAT 포함) 

- 용역범위 : 사업내용에 명시된 시설물 철거, 재배치 및 관련 용역 일체 

- 추진배경 : 스튜디오 B,C동간 음향간섭에 따른 쵤영 제한 요소 해소 및 방송영상 산업계

의 대형스튜디오에 대한 Needs 부흥 

 

2. 사업내용 : (주요 시설물 재배치 세부내용) 

- B,C동 스튜디오간 중앙 철골 구조체 철거(w30m×h14m) 및 폐기물 처리 

- 철거부위 기존마감재 원상처리 

- 컨트롤 판넬 및 제어선 이설 (6개소, 제어선 약9mm, 제어선 재사용) 

- 공기흡입형 감지기 이설 및 CRT프로그램 수정 

- B,C동 출입문 출입통제시스템 이설 (2개소) 

- 공간통합에 따른 현장 음향측정 및 평가 

 

3.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0. 10. 07(수) 10:00 ~ 2020. 10. 12(월) 11:00 

 

4. 제안서 제출기간 : 2020. 10. 07(수) ~ 2020. 10. 12(월) 11:00 

 

5. 문의 

- 과업내용 관련 : 방송산업팀(조기영 차장 ☎ 042-719-6103) 

- 입찰 관련 : 재무팀(박세진 대리 ☎ 061-900-6177)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 IDC (윤여표 차장 ☎ 061-900-6089) 

 

6. 관련내용 : 클릭  

 

23. 스튜디오큐브 스튜디오(B,C동) 공간 통합 용역 

http://www.kocca.kr/cop/tender/view.do?tenderNo=3352&menuNo=203611&tenderC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