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고·공모 리스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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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3. [안산문화재단] 공연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연장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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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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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문화재단] 남산창작센터 4분기 수시대관 

7. [성동문화재단] 2021년 상반기 성수아트홀 정기대관 

8.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대관 

9. [부평구문화재단] 디지털뮤직랩 대관 

10.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2021년 상반기 수시대관 안내 

11.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12. [군포문화재단] 2021년 군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13. [의정부문화재단] 2020년 의정부문화재단 수시대관 신청안내 

14. [의정부문화재단]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정기대관(1차) 신청공고 

15. [구로문화재단] 2021년 오류아트홀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16. [구로문화재단] 2021년도 꿈나무극장 정기대관 공고 

17. [구로문화재단] 2021년도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상반기 정기대관 

18. [경기문화재단] 2021년 경기문화센터 정기대관 신청안내 공고 

19. [영등포문화재단] 2021년 상반기(1~6월) 영등포아트홀 정기대관 공고 

20.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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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고/공모 - 아티스트 

1. [신한카드, 민트페이퍼] 2020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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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동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인터뷰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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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79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79
https://www.osan.go.kr/arts/bbs/view.do?mId=0601010000&bIdx=187027&ptIdx=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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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urumare.co.kr/notice/view?idx=1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15917&type=
https://www.sdfac.or.kr/kor/sdfac/board/noti_view.do?page=1&b_idx=1822&bbs_id=noti&article_category=&searchCnd=3&searchWrd=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seq=4945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seq=4951
https://www.incheon.go.kr/art/ART040101/2060596
http://www.sapy.kr/ABOUT_US/?idx=5182451&bmode=view
http://www.gunpocf.or.kr/index.jsp?pid=AP0201&mode=view&bbsId=ASUB0201&cur_page=1&searchOpt=&searchWord=&searchBbsCate=&bbsBid=1105237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995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993
https://www.guroartsvalley.or.kr/notice/view?notice_gb=N&board_seq=7182&guroart_menu_cd=U0016&currRow=1&scType=all&srch_input=
https://www.guroartsvalley.or.kr/notice/view?notice_gb=N&board_seq=7185&guroart_menu_cd=U0016&currRow=1&scType=all&srch_input=
https://www.guroartsvalley.or.kr/notice/view?notice_gb=N&board_seq=7186&guroart_menu_cd=U0016&currRow=1&scType=all&srch_input=
https://www.ggcf.kr/archives/129604
http://www.ydpcf.or.kr/commu/notice_view.do?skey=&sword=&BCATE=BD00001&BSUBCATE=%EA%B3%B5%EC%A7%80%EC%82%AC%ED%95%AD&page=1&idx=3790&bidx=1925
https://www.osan.go.kr/arts/bbs/view.do?mId=0601010000&bIdx=237277&ptIdx=248
https://www.mintpaper.co.kr/2020/05/2020shinhancard/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3976
https://blog.naver.com/best_of_best2/222086767614
http://www.naruart.or.kr/bbs/board.php?bo_table=performance&wr_id=722


5. [화성시문화재단] HAP한 FEATURED 참가 신청 안내 

6.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신청 안내 

7. [평택시] 제10회 평택 전국밴드경연대회 참가 팀 모집(평택예총) 

8. [마포구] 제3회 홍대 거리아티스트 온라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9. [강남구] 강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10.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2021년 레지던스 국내 입주 예술가 및 지역연구 오픈

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11. [청년예술청] <스페이스랩: 아직> 2차공모 

12. [경기문화재단] 2020 온라인 오디션 프로젝트 “DDC 두드림스타” 

13. [화성시문화재단] 2020년 「시민예술무대 동고동락」 수행단체 모집 

14. [관악구] 2020「협치 UCC&로고송 공모전」수정 공고 

15. [송파구] 청년예술가 온라인 전국 경연대회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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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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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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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대문구] 서대문구 사업체 고용유지지원사업 (10월 13일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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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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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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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13. [경기콘텐츠진흥원] 「플래폼 아카데미-음악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대행」 입찰공고 

14.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콘텐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참가사 추가모집 

16.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아리랑 음반 제작용역 입찰 공고 

17. [한국음반산업협회] 2020년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대중음악기획전시관 설치∙운

영 사업 재입찰 공고 

18. [서울시]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운영기관 모집 

https://hapfestival.hcf.or.kr/lmth/01_introduce.html#b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99&sca=%EC%9D%BC%EB%B0%98%EA%B3%B5%EA%B3%A0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63548&mId=0401020000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gosi/240055?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listType=list&bcId=gosi&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true&baUse=true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3017/view.do?mid=FM040101&pgno=1&keyfield=bdm_main_title&keyword=%EB%AC%B8%ED%99%94&deptField=BDM_DEPT_ID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11&sca=%EC%A7%80%EC%9B%90%EC%82%AC%EC%97%85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11&sca=%EC%A7%80%EC%9B%90%EC%82%AC%EC%97%85
http://www.sapy.kr/ABOUT_US/?idx=5162239&bmode=view
https://www.ggcf.kr/archives/129598
https://www.hcf.or.kr/hcf/61?action-value=eecaa92b9e0ff82f568333f9c4dc3f02&action=read&chathead=%ED%99%94%EC%84%B1%EC%8B%9C%EB%AC%B8%ED%99%94%EC%9E%AC%EB%8B%A8
http://www.gwanak.go.kr/site/gwanak/ex/bbs/View.do?cbIdx=289&bcIdx=115564&parentSeq=115564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openadmin.news.NewsApp&c=1002&seq=29717&code=1&cate_id=AG0401000000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857
https://www.gcon.or.kr/bms/section/biz/consult_view.html?bizcnst_sno=121&PID=INFOCNST
https://gcfac.or.kr/board/noticeDetail?notice_gb=&board_seq=7009&gcfac_menu_cd=&currRow=1&scType=all&srch_input=
https://www.playticket.co.kr/nav/board.html?tbl=townnotice&pmode=view&idx=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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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fice.or.kr/g200_online/g200_online_01_view.asp?seq=18926
https://www.sdm.go.kr/news/news/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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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apap.co.kr/2020__-2/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156.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157.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www.kocca.kr/cop/online/usrOnlineDetail.do?section=02&lang=kr&menuNo=200922&onlineNo=1014&noticevent=Y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01015958&bidseq=00&releaseYn=Y&taskClCd=5&popUpYn=Y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Idx=992&bcIdx=116039&type=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311.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www.kotpa.org/ucms/bbs/B0000022/view.do?nttId=23138&menuNo=300009&pageIndex=1
http://www.riak.or.kr/index.php?tpf=board/view&board_code=1&code=2721
http://www.riak.or.kr/index.php?tpf=board/view&board_code=1&code=2721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6614?tr_code=snews


19. [서울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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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1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 ‘형광펜’ 표시는 이번 주 업데이트 사업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6740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34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725?tr_code=short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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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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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2. 오산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https://osan.go.kr/arts/bbs/view.do?bbsMstIdx=65&bbsIdx=1&bbsDataIdx=67332&realBbsIdx=1&mId=06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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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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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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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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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신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관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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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서울문화재단] 

 

 

1. 수시대관 신청일자 : 2020.10.15(목) 11:00부터 ~ 수시 

※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 순으로 대관 승인 진행 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https://www.sfac.or.kr/>공간소개>남산창작센터>대관신청 

 

3. 4분기 연습실 공실 현황 

연습실 공실기간 

1연습실 11월 16일 ~ 12월 12일 

2연습실 

10월19일 ~ 10월 24일 

11월 3일 ~ 12월 12일 

 

4. 문의 : 02-318-1742(남산창작센터) 

 

5. 관련링크 : 클릭  

 

 

 

 

 

 

 

6. 남산창작센터 4분기 수시대관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15917&type=


 
[(재)성동문화재단] 

 

 

 

1. 대관기간 : 2021년도 상반기(1월~6월) 

 

2. 대관 제외기간 

- 2021. 1. 5.(화) ~ 1. 31.(일) / 재단 기획공연 예정 

- 2021. 4. 26.(월) ~ 4. 30.(금) / 상반기 무대점검 예정 

- 2021. 6. 1.(화) ~ 6. 27.(일) / 재단 기획공연 예정 

- 재단 기획공연 및 정기점검 기간 

※대관 신청기간과 재단 기획공연 및 정기점검 기간이 중복될 경우,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 진행일정 

가. 신청기간 : 2020. 10. 8.(목) ~ 11. 8.(일) (해당 기간에 미접수시 수시대관으로 접수) 

나. 심의기간 : 2020. 11. 9.(월) ~ 11. 18.(수) 

다. 결과통보 : 2020. 11. 19.(목) 이후 

라. 계약기간 : 2020. 11. 중 예정 

 

4. 관련링크 : 클릭  

 

 

 

 

7. 2021년 상반기 성수아트홀 정기대관 

https://www.sdfac.or.kr/kor/sdfac/board/noti_view.do?page=1&b_idx=1822&bbs_id=noti&article_category=&searchCnd=3&searchWrd=


 
[(재)부평구문화재단] 

 

 

1.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0. 10. 19.(월) ~ 12. 31.(목) 

- 대관시간 : 오전(10:00~13:00) / 오후(14:00~17:00) / 저녁(18:00~21:00) 

- 대관장소 : 오픈스페이스, 연습실 1·2,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1·2 * 제한개방 

 

2. 접수기간 : 2020. 10. 15.(목) 9:00 ~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12.24.(목)) 

 

3. 사용료 

구분 대관료 비 고 

오픈스페이스 20,000원 
한타임 (3시간) 기준 

다목적홀 / 연습실 / 프로그램실 10,000원 

 

4. 문의 : 032-500-2064 

 

5. 관련링크 : 클릭  

 

 

 

 

 

 

 

 

 

 

 

8.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대관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seq=4945


 
[(재)부평구문화재단] 

 

 

1.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0. 10. 19.(월) 10:00 ~ 2020. 12. 19.(토) 

- 예약기간 : 2020. 10. 15.(목) 10:00 ~  

- 대관료 : 무료 

 

2. 대관절차 

-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디지털뮤직랩’ 검색(http://bitly.kr/AFLrhKLai) → 

예약하기 배너 클릭 → 이용공간 선택 → 예약 날짜 및 시간 선택 → 예약 신청 

※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며, 대관과 대관사이는 1시간 방역을 위해 

대관 승인이 제한됩니다. 

 

3. 이용절차 : 예약신청 → 관리자 승인 → 입실확인 → 공간이용 → 퇴실점검 

 

4. 대관공간 

 

5. 문의 : 032-500-2045 

 

6. 관련링크 : 클릭  

 

 

 

 

 

9. 디지털뮤직랩 대관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seq=4951


 
[인천문화예술회관] 

 

 

1. 대관대상기간 : 2021. 1. 1. ~ 6. 30.(6개월) 

<대관신청 가능일은 붙임 공고문 2~3페이지 3. 대관 가능일 참고> 

 

2. 접수기간 : 2020. 10. 26.(월) ~ 11. 8.(일) / 접수 기간 내 접수 분에 한함 

 

3.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필요 시 방문접수) 

 

4. 접수처 : 공연장 roy1031@korea.kr 

 

5. 접수문의 : 공연장 032-420-2053 

 

6. 관련링크 : 클릭  

 

 

 

 

 

 

 

10. 인천문화예술회관 2021년 상반기 수시대관 안내 

https://www.incheon.go.kr/art/ART040101/2060596


 
[청년예술청] 

 

 

1. 예약 시스템 : 10월 26일 14:00부터 오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예술청 공식 홈페이지 ▶ '대관 안내' 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www.sapy.kr/RESERVE_INFO 

※ 연습실 대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카페형 공유오피스는 예약없이 이용가능합니다. 

 

2. 공간 이용관련 안내 

- 대관 예약: 10월 26일(월) 14:00 부터 회의실/미디어실/그레이룸/화이트룸 예약 가능 

- 대관 이용: 10월 27일(화)부터 예약 승인된 건에 한해 이용 가능 

- 파트너 카페 음료 제공: 10월 27일(화)부터 이용 가능 

 

3. 운영시간 : 평일 10:00 ~ 22:00, 주말 10:00 ~ 17:00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정상 운영) 

 

4. 문의 : 0507-1324-9745 

 

5. 관련링크 : 클릭  

 

 

 

11.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http://www.sapy.kr/RESERVE_INFO
http://www.sapy.kr/ABOUT_US/?idx=5182451&bmode=view


 
[(재)군포문화재단] 

 

1. 대관시설 (공연장) : 수리홀(대공연장) – 1,130석 / 철쭉홀(소공연장) – 422석 

 

2. 접수기간 : 11. 9 (월) 10:00 ~ 11. 16 (월) 18:00 까지 

*선착순이 아닌 심의를 통해 선정됨 

 

3. 2021 상반기 대관신청 가능일 

 

 

4. 문의 : 031-390-3558 

 

5. 관련링크 : 클릭 

 

 

12. 2021년 군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반기 정기대관 

http://www.gunpocf.or.kr/index.jsp?pid=AP0201&mode=view&bbsId=ASUB0201&cur_page=1&searchOpt=&searchWord=&searchBbsCate=&bbsBid=1105237


 
[(재)의정부문화재단] 

 

 

1. 대관시설 및 기간  

- 의정부아트캠프 : 11월 12일 (목) ~ 12월 26일 (토)  

 

2. 대관시설 현황 

- 의정부아트캠프 : 가변형 슬라이딩 객석 6단 (객석 거리두기 - 최대 30석 활용)  

 

3. 신청제한 : 최대 50명 이상 불가  

 

4. 접수기간 : 10월 27일 (화) ~ 선착순  

 

5. 문의 : 031-850-5133  

 

6. 관련링크 : 클릭  

 

 

 

 

 

 

 

 

 

13. 2020년 의정부문화재단 수시대관 신청안내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995


 
[(재)의정부문화재단] 

 

1. 대관기간 

- 대‧소극장 : 2021년 2월 2일 ~ 6월 30일  

- 의정부아트캠프 : 2020년 1월 12일 ~ 6월 30일 

 

2. 대관시설 현황 : 5개소 

- 대극장 : 1,025석 

- 소극장 : 233석  

- 의정부아트캠프 : 객석 가변형 슬라이딩 객서 6단 (73석)  

 

3. 신청제한 : 아마추어 공연자 또는 단체(아트캠프블랙 제외) 

 

4. 접수기간 : 2020년 11월 10일 (화) ~ 11월 28일 (토) 까지  

 

5. 정기대관 승인 관련 

- 승인통보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개별통보  

 

6. 문의 

- 공연장 : 031-828-5839 

- 아트캠프블랙 : 031-850-5133 

 

7. 관련링크 : 클릭 

14.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정기대관(1차) 신청공고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993


 
[(재)구로문화재단] 

 

 

 

1. 2021 대관가능 일정 : 1~6월 중 (매주 일, 월 휴관 및 재단 자체 기획공연 일정 제외) 

 

2.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8일 (수) ~ 11월 30일 (수)  

 

3. 시설현황 

 

4. 문의 : 02-2614-7969 

 

5. 관련링크 : 클릭  

 

 

 

 

 

 

15. 2021년 오류아트홀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https://www.guroartsvalley.or.kr/notice/view?notice_gb=N&board_seq=7182&guroart_menu_cd=U0016&currRow=1&scType=all&srch_input=


 
[(재)구로문화재단] 

 

 

1. 2021 대관가능 일정 : 1~12월 중 (매주 일, 월 휴관 및 재단 자체 기획공연 일정 제외) 

 

2.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8일 (수) ~ 11월 30일 (수)  

 

3. 시설현황 

 

4. 문의 : 02-830-2562 

 

5. 관련링크 : 클릭  

 

 

  

 

 

16. 2021년도 꿈나무극장 정기대관 공고 

https://www.guroartsvalley.or.kr/notice/view?notice_gb=N&board_seq=7185&guroart_menu_cd=U0016&currRow=1&scType=all&srch_input=


 
[(재)구로문화재단] 

 

 

1. 2021 대관가능 일정 : 1~6월 중 (매주 일, 월 휴관 및 재단 자체 기획공연 일정 제외) 

 

 

2.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8일 (수) ~ 11월 30일 (수)  

 

3. 문의 : 02-2029-1724 

 

4. 관련링크 : 클릭  

 

 

 

17. 2021년도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상반기 정기대관 

https://www.guroartsvalley.or.kr/notice/view?notice_gb=N&board_seq=7186&guroart_menu_cd=U0016&currRow=1&scType=all&srch_input=


 
[(재)경기문화재단] 

 

1. 사업목적 

-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안정적 공간 제공 

- 2021년도 문화센터 대관사업의 활성화 

- 정기대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2.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경기도민 

-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강좌)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중 

정기대관을 원하는 자 

 

3. 접수기간 : 2020.11.02(월) ～ 11.16(월) 15일간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접수일을 제외한 날짜를 대상으로 12월에 시행할 예정임. 

 

4. 대관시설 

- 연습실(18평) : 도내 문화예술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또는 공연 전 준비공간 

- 강의실(31평-수용좌석48석) : 회의 및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 

- 다산홀(120평-수용좌석154석) : 세미나개최, 공연예술의 발표공간 

 

5. 정기대관 결정통보 

- 서류심사 : 2020년 11월 17일(화)～11월 25일(수) 

- 추 첨 일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전체 순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함) 

- 추첨장소 :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 3층 음향실 

- 통 보 일 : 2020년 11월 27일(금) 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메일 또는 유선전화) 

 

6. 문의 :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31-231-7215) 

 

7. 관련링크 : 클릭 

 

18. 2021년 경기문화센터 정기대관 신청안내 

https://www.ggcf.kr/archives/129604


 
[(재)영등포문화재단] 

 

 

1. 대관기간 : 2021년 1월 ~ 6월 

※ 단, 관내에 일정 수준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의 경우 1~2월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대관취소 내용은 차후 개별 연락예정 

 

2. 대관시설 : 영등포아트홀 공연장 및 전시실 

 

 

3. 접수기간 : 2020. 10. 19.(월) ~ 11. 13.(금) 

 

4. 심사 및 조정기간 : 2020. 11. 17.(화) ~ 11. 19.(목) 

 

5. 결과통보 : 2020. 11. 23.(월) ~ 11. 25.(수) 

 

6. 문의 : 영등포문화재단 사무실(02-2629-2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링크 : 클릭  

 

 

 

 

 

19. 2021년 상반기(1~6월) 영등포아트홀 정기대관 

http://www.ydpcf.or.kr/commu/notice_view.do?skey=&sword=&BCATE=BD00001&BSUBCATE=%EA%B3%B5%EC%A7%80%EC%82%AC%ED%95%AD&page=1&idx=3790&bidx=1925


 
[(재)오산문화재단] 

 

 

1. 대관시설 : 오산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2. 대관기간 : 2021년 1~6월 

 

3. 접수기간 : 2020. 11. 9 (월) ~ 11. 16 (월) 

 

4. 기타 정기대관 공고 및 접수 일정 

- 상반기 정기대관 : 전년도 10월 중 

- 하반기 정기대관 : 당해년도 4월 중 

- 수시대관 공고 및 접수 일정 

- 상/하반기 정기대관 마감 이후 잔여일에 한해 공고하며 수시로 접수 

 

5. 문의 : 031)379-9952 

 

6. 관련링크 : 클릭 

 

 

 

20. 오산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https://www.osan.go.kr/arts/bbs/view.do?mId=0601010000&bIdx=237277&ptIdx=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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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1. 2020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mailto:mintpaper@mpmg.co.kr
https://www.mintpaper.co.kr/2020/05/2020shinha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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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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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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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동구 청년예술인 인터뷰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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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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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극장 모델발굴 시범사업  

지극정성 프로젝트 <10분 예술제> 예술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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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성시문화재단] 

 

 

 

1. 모집기간 : 이메일을 통한 상시 접수 

 

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서식) 

- 참여작품(3~15분 이내의 avi, wmv 형식 영상물) 혹은 개인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후 url 

주소 이메일 제출 

- 자기소개 및 작품소개 영상(40초~2분 이내)  

 

3. 지원사항 :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채널에 홍보 및 작품 관련 정보 영문번역 지원  

 

4. 참여방법 : 신청서와 게시하고자 하는 영상물(avi, wmv형식) 이메일 제출 

※ 용량이 클 경우, 유투브 게시 후 신청서 내에 링크 첨부 

 

5.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축제기획팀 (031-290-4614~5) 

 

6. 관련링크 : 클릭  

 

 

 

 

 

 

 

5. HAP한 FEATURED 참가 신청 안내 

https://hapfestival.hcf.or.kr/lmth/01_introduce.html#b


 
[(재)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예술인들의 활동 및 생활 속 

혜택을 확대하고자, 기존 이음카드에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인천예술인 이음카드를 

발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이 증명된 인천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카드발급

이 가능하오니, 인천예술인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인천 예술인 

 

2.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 11월 30일 까지 (추후 발급일정은 별도 안내) 

 

3. 신청 및 발급 절차 : ①카드색상선택→②신청서제출→③신청승인→④카드발급 및 수령 

 

4. 카드혜택 

사용금액 인천예술인이음카드 추가 혜택 

월 50만원 이하 사용 시 기본 혜택에 5% 추가 혜택(캐시백) 제공 

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사용 시 기본 혜택에 4% 추가 혜택(캐시백) 제공 

 

5. 문의 : 032-760-1036 

 

6. 관련링크 : 클릭  

 

 

 

 

 

 

 

 

 

6.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신청 안내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799&sca=%EC%9D%BC%EB%B0%98%EA%B3%B5%EA%B3%A0


 
[평택시] 

 

 

1. 참가자격 : 나이,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2. 접수일시 : 2020.10.13.(화) 15:00 ~ 11.23.(월) 18:00 까지 

 

3. 예선 : UCC동영상 및 음원 예선을 통과한 밴드에 한해서 본선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본

선 진출자는 11월25일 18:00 까지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첨부파일), 단체사진, UCC동영상 

 

4.. 본선 장소 및 일시 : 평택이충실내체육관 / ’20.11.28. ~ 29. 12:00 ~ 18:00 

(리허설 관계로 11:00까지 도착하셔야 하며, 중식 도시락 지급) 

※ 심사위원 : 5명(예선 심사를 마친 후 공개합니다) 

※ 참가팀당 세팅 및 경연곡 포함 15분 배정(11:30 부터 개인 악기 및 앰프 테스팅 가능합

니다.) 

※ 경연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진행됩니다. 

 

5. 기타 안내 

- 예선 참가 곡은 1곡으로 하며, 본선에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기존 곡 /창작곡, 가요 / 외

국곡 등 장르 제한 없음) 

-드럼, 키보드, 앰프를 제외한 개인악기는 참가팀에서 준비합니다. 

-본선 진출팀은 시상금 및 본선진출비 수령 관계로 당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상금은 11월30일(월) 입상팀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6. 문의 : 031-663-5959  

 

7. 관련링크 : 클릭  

 

 

 

 

7. 제10회 평택 전국밴드경연대회 참가 팀 모집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63548&mId=0401020000


 
[마포구] 

 

 

1. 모집기간 : 10월 26일 (월) ~ 11월 8일 (일) 18시 

 

2. 모집분야 : 음악, 기악 등 거리예술 활동이 가능한 장르  

 

3.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예술가 

 

4. 온라인 경연개요  

- 1차 예심 서류 심사 발표 : 11월 10일 (화) 20팀  

- 2차 온라인 본선 : 11월 13일 (금)  

- 수상자 발표 : 11월 24일 (화)  

 

5. 문의 : 02-3153-8353 / 02-6383-1273 

 

6. 관련링크 : 클릭  

 

 

 

 

 

 

 

 

 

 

 

8. 제3회 홍대 거리아티스트 온라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https://www.mapo.go.kr/site/main/board/gosi/240055?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listType=list&bcId=gosi&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true&baUse=true


 
[강남구]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남 문화예술인 지원 

 

2. 지원대상 : 강남 거주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3.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지급 

 

4. 선정기준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강남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5. 신청기간 : 2020. 10. 26. ~ 11. 15. (20일간) 

 

6. 선정대상발표 : 2020. 12. 9.(수) 

(선정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자에게만 별도 문자 발송) 

 

7. 지급 : 2020. 12. 11.(금) 목표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 : 02-3423-5937 

 

9. 관련링크 : 클릭  

 

 

 

 

 

 

 

 

 

 

9. 강남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3017/view.do?mid=FM040101&pgno=1&keyfield=bdm_main_title&keyword=%EB%AC%B8%ED%99%94&deptField=BDM_DEPT_ID


 
[(재)인천문화재단] 

 

 

1. 모집개요 

 

1)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모집 

○ 입주기간 : 약 11개월(2021년 3월 ~ 2022년 1월) 

○ 공모인원 : 20명(팀) 내외(시각예술 16명, 공연예술 4명) 

○ 공모분야 : 개인 및 그룹 창작활동 지원 

장르 구분 세부장르 및 내용 

시각예술 
예술가 및 

연구자 

○ 평면, 입체,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커뮤니티아트 등 현대

미술 전 분야 

○ 전시기획, 미술평론‧이론, 예술연구 분야 

공연예술  예술가  ○ 현대 음악 분야  

 

 

2) 지역 연구 오픈랩(Open Lab)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 사업 모집 

○ 입주기간 : 약 3개월(2021년 3월 ~ 5월) 

○ 공모인원 : 2~(4)명(팀) 내외 

○ 공모분야 : 시각예술 분야 작가 및 기획자(그룹)  

- 인천 지역 문화예술을 새로운 관점과 동시대적 어법으로 재해석하는 기획 및 프로젝트 

발굴 

 

2. 신청자격 

○ 공통 : 모집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그룹의 경우, 구성원 모두 공모 신청자격을 갖춰야 함 

○ 연구자(레지던시 프로그램 시각부문)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전시

기획, 학술지 및 미술전문지기고, 출판 등)이고, 미술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 

○ 가산점 적용 : 인천 연고자 1차 서류 심사 시 가산점 부여 

 

 

3. 지원사항 및 조건 

 

1)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예술가 

○ 1인(팀)당 스튜디오 1실 제공 

※ 스튜디오 현황 : 16.6평 3실 / 16.3평 3실/ 13.1평 6실/ 12.3평 2실 / 8.8평 4실/ 7.3평 4실 

10. 인천아트플랫폼 2021년 레지던스 국내 입주 예술가 

및 지역연구 오픈랩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사업 



○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발표 기회 제공 등 

지원 프로그램 

창작지원 

프로그램 

○ 비평・연구 프로그램(플랫폼 살롱, 이론가 매칭) 

○ 입주작가 홍보 지원 

창제작 발표 

지원 프로그램 

○ 오픈스튜디오 및 결과보고 전시(공연분야: 결과보고 공연) 

○ 개별 창제작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발표(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공간 및 창작 지원금 일부 지원 

- 지원 공간 : 창고갤러리, 윈도우 갤러리, 공연장  

- 아티스트피 : 시각분야 300만원, 공연분야 1,000만원 범위 내 

※ 아티스트피는 2021년도 예산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지역 연구 오픈랩(Open Lab) 프로젝트 레지던시 지원 사업 

 

지원사항 

○ 지원금 : 개인 최대 500만원, 그룹 최대 800만원 지원 

○ 연구 및 창작공간(스튜디오 1팀 당 1실) 및 발표 공간(창고갤러리) 

지원  

※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제출된 계획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 창작 스튜디오는 오픈랩 형태로 운영, 프로젝트 연구 과정을 일반에 

공개 

○ 연구 및 창작 결과물 발표(전시) 

○ 발표계획서에 따른 창작 결과물 전시, 전시장 운영 

 

 

4. 지원기간 : 2020. 11. 3.(화) 13:00 ~ 11. 13.(금), 18:00 마감(한국시간 기준) 

 

5. 문의 : 공연예술 (032)760-1011 

 

6. 관련링크 : 클릭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11&sca=%EC%A7%80%EC%9B%90%EC%82%AC%EC%97%85


 
[청년예술청] 

 

 

1. <스페이스랩: 아직> 2차공모 

- 청년예술인의 아이디어나 연습 과정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공간과 

지원금 제공 

- 청년예술청 내 모든 공간을 사옹목적, 장르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실험을 통해 작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기회 마련 

- 결과 또는 발표 중심적인 기존의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진행 초반의 아이디어 실험, 중간 

진행 단계 및 완성 이후의 발전 모색을 지원 

- 청년예술인의 작업 환경 개선과 발전에 대한 논의와 연구 및 작업 진행의 공유를 위한 

공간과 아카이빙 지원 

 

2. 선정건수 : 12팀 내외(예상) 

 

3. 프로젝트 진행(활동)기간 : 2020.12.21. - 2021.02.28. 

 

4. 지원내용 

- 청년예술청 공간지원 

- 창작활동 지원금(시상금) 건당 300만원 ~ 500만원(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 

-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정산 없음, 결과보고 없음 

- 작업 과정 아카이빙 및 공유 

- 홍보 

 

5. 서류접수 : 2020.10.21. - 11.04. 18:00까지 

※ 청년예술청 메일 수신 시간 ‘18:00 정각’ 접수분 까지 유효 

 

6. 문의 : 0507-1324-9745 

 

7. 관련링크 : 클릭 

 

 

 

 

 

 

 

 

11. <스페이스랩: 아직> 2차공모 

http://www.sapy.kr/ABOUT_US/?idx=5162239&bmode=view


 
[(재)경기문화재단] 

 

 

 

1. 모집기간 :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15일(일) <14일간 모집> 

 

2. 모집분야 : 밴드, 어쿠스틱, 댄스, 국악, 무용, 클래식 등 장르 무관 

 

3. 참가자격 : 대한민국 거주중인 누구나 참여 가능 (외국인도 참여 가능) 

 

4. 접수방법 : 공연 영상을 파일첨부하여 이메일(ddcmusic21@naver.com) 제출 

* 영상은 5분 이내로 제한 / 음악 분야는 직접 연주 시 가산점 부여 

 

5. 예선발표 : 제출한 노래 영상을 바탕으로 1차 예심을 거쳐 11월 20일(금) 총 12팀의 본

선 진출팀 발표 

 

6. 본선개요 

- 일시 : 2020년 12월 5일(토) 16:00-19:00 

- 장소 : 동두천 두드림뮤직센터 공연장(보산역 1호선)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 예정 

 

7. 온라인 호응도 심사 : 2020년 12월 9일(수) ~ 12월 15일(화) 17:00까지 유튜브 채널 ‘동

두천 두드림뮤직센터’에서 참여 *조회수, 댓글, 좋아요 클릭 수로 평가 

 

8. 시상일시 : 2020년 12월 19일(토) *시상 방식은 추후 공지예정 

 

9. 상품 

대상 / 노트북(LG gram) 1명 

금상 /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명 

은상 / 뱅엔울룹슨 헤드폰 2명 

동상 /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3명 

인기상 / 에어팟 프로 3명 

참가상 / 사운드룩 턴테이블 2명 

 

10. 본선 진출자 전원 특전 : 2021년 두드림뮤직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연기회 제공 (공연 게

런티 별도지급) *위 행사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 : 두드림뮤직센터 031-868-3300 

 

12. 관련링크 : 클릭  

12. 2020 온라인 오디션 프로젝트 “DDC 두드림스타” 

https://www.ggcf.kr/archives/129598


 
[(재)화성시문화재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①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엄중한 시대 상황속에서 기존의 문

화공헌활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응하는 비대면 사업 프로그램으

로 전환할 필요 증대, ②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시민예술무대 

동고동락(同GO同樂) 사업의 비대면 공연과 온라인 송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행사의미 : 코로나19로 일상적 문화활동이 침체된 시기를 맞아서 화성시생활문화동호회

들의 문화활동 기회 마련과 새로운 형식의 영상스토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재미 제공 

- 모집분야 : 생활문화관련 음악 및 무용 전시 분야(※장르제한 없음) 

- 모집대상 : 화성시생활문화동호회 기 등록 동호회 

- 활동기간 : 2020년 11월 ~ 12월 

- 활동장소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교육실 

 

2. 활동사항 :「화성시생활문화동호회가 한다!!」영상 콘텐츠 제작 

-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인들의 멋진 연주, 무용, 전시작품이 담긴 영상 

 

3. 신청자격 : ① 화성시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등록 동호회로 시민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동호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② 문화예술나눔 활동을 주목적으로 지원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성실히 수행 가능한 동호회 

 

4. 지원 모집 대상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온라인 촬영

에 적합한 분야/장르로 모집 

 

5. 접수기간 : 2020.11.02. ~ 11.13. 

 

6. 문의 : 031-8059-1457 

 

7. 관련링크 : 클릭0 

13. 2020년 생활문화동호회 문화공헌활동 

「시민예술무대 동고동락(同GO同樂)」 수행단체 모집 

 

https://www.hcf.or.kr/hcf/61?action-value=eecaa92b9e0ff82f568333f9c4dc3f02&action=read&chathead=%ED%99%94%EC%84%B1%EC%8B%9C%EB%AC%B8%ED%99%94%EC%9E%AC%EB%8B%A8


 
[관악구] 

 

 

1. 지원기간 : 2020. 9. 7.(월) ∼ 11. 9.(월) / 연장 

※ 결과발표 : 2020. 11. 16.(월) / 변경 

 

2. 공모자격 : 참여를 희망하는 관악구 생활권자 누구나 

- 연령 무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관악구 소재 기업체 직원 또는 관악구 소재 각급 학교 재학생 

 

3. 공모분야 : UCC, 로고송 

 

4. 공모주제 

- 구민과 관악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또는 사업 추진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 

- 협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협치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 민-민, 민-관, 관-관 협치·협업 사례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진행 과정 등 

 

5. 작품규격 

 

6. 시상내역 : 총 18명(팀), 상장* 및 부상금 *상장 훈격 : 구청장 

 

7. 문의 : 02-879-5583~4 

 

8. 관련링크 : 클릭 

14. 2020 「협치 UCC&로고송 공모전」 수정 공고 

http://www.gwanak.go.kr/site/gwanak/ex/bbs/View.do?cbIdx=289&bcIdx=115564&parentSeq=115564


 
[관악구] 

 

 

1. 접수기간 : 20.11.9.(월) ~ 20.11.22.(일), 18:00까지 

 

2. 참가자격 : 만 19세~39세의 국내 거주 공연 예술가를 포함한 개인 또는 그룹 

 

3. 모집부문 : 창작가요, 스트릿댄스 부문 

- 창작가요의 경우 가창 가사가 있어야 함(연주곡 제외) 

 

4. 모집인원 :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하여 부문별 본선진출 5팀 내외 선발 (변동 가능)  

 

5. 시상내용 

 

6. 문의 : 02-2147-2817 

 

7. 관련링크 : 클릭 

 

 

 

 

15.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openadmin.news.NewsApp&c=1002&seq=29717&code=1&cate_id=AG04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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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857 

 

 

 

 

 

  

1. 2020년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file:///C:/Users/for/Desktop/www.kawf.kr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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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3. 금천구 예술인 DB 사업, 금천 ART LIBRARY 

https://gcfac.or.kr/board/noticeDetail?notice_gb=&board_seq=7009&gcfac_menu_cd=&currRow=1&scType=all&srch_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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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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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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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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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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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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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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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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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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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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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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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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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최상의 인프라 지원 

- 사업내용 : 입주 지원, 인프라 지원, 비즈니스 지원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 모집규모 : 최대 31개사 

- 모집기간 : 2020년 10월 8일(목)~11월 5일(목) 11:00 

- 입주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모집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기간 중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하단 건물 공사 안

내 참조) 

 

2.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작시설 인프라, 컨설팅, 홍보 등 사업화 지원 등 

 

3.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 콘텐츠 스타트업 

 

4. 접수기간 : 2020년 10월 8일(목) ~ 11월 5일(목) 11:00까지 

 

5. 설명회 개최안내 : 10월22일(목) 10:00, 14:00 (총2회) 

 

6. 문의 : 02-6441-3636 

 

7. 관련링크 : 클릭  

 

 

 

12. 2021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http://www.kocca.kr/cop/online/usrOnlineDetail.do?section=02&lang=kr&menuNo=200922&onlineNo=1014&noticevent=Y


 
[(재)경기콘텐츠진흥원] 

 

 

1. 입찰개요 

입찰건명 플랫폼 아카데미 –음악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대행– 

기초금액 금170,000,000원 (부가세 포함) 

접수기간 2020. 10. 16. (금) ~ 2020. 11. 06. (금) 14:00 (직찰 / 방문접수) 

제안평가 2020. 11. 09. (월) 14:00 (예정) 

 

2. 사업개요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0. 12. 07. 

- 용역범위 

1) 음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2) 플랫폼 콘텐츠 탑재 및 운영 

3) 콘텐츠 보급과 경기뮤직플랫폼 브랜딩을 위한 마케팅 전개 

 

3. 세부 과업내용 

가. 기획방향 

- 기존 음악 강의 콘텐츠와의 차별성을 위해 장르, 아티스트, 강의 도구 등의 구성요소를 

확정하여 강의 수요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일반인 대상, 뮤지션 대상 강좌 수의 적정 비율 제시(일반인 대상 음악 강좌를 전체 강좌 

수 또는 재생시간의 최소 1/3 이상 편성) 

- 아티스트는 예산단위와 제작비를 고려하되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닌 이를 섭외 

※ 진흥원의 사업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섭외를 확정하며, 콘텐츠 제작 및 송출과 연관

된 저작권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검토와 확보가 필요 

- 기본 콘셉트를 플랫폼의 UI, 강의교안(워크북), 검색엔진과 SNS 등 홍보 매체 전반에 적

용하여 주목도 높은 이미지를 구축 

 

13. 「플랫폼 아카데미- 

음악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대행」 입찰공고 



나. 프로그램 

- (인트로와 아웃트로) : 강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인트로, 강좌를 마무리하

고 음악 실연을 독려하는 아웃트로 구성, 인트로에서 아티스트는 약력과 활동 영역(장르), 

악기와 강의 도구, 주제 등을 소개하여 수강자들이 본인에 적합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사진 제시 

- (강의시간) : 수강자가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강의의 진도와 흐름을 끊지 않는 유동적인 

구성 

- (공간) : 일반 교실·강의실 같이 진부하지 않되, 제안사의 플랫폼과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 

등의 톤 앤 매너에 부합하는 트렌디한 환경 조성, 음악, 음성 등 높은 강의 전달력을 위해 

울림이나 소음 등 노이즈 통제가 용이한 공간 선정 

- (도구) : 고가 혹은 높은 조작 숙련도가 필요한 장비보다, 대중들이 비교적 쉽게 입수 가능

한 장비와 SW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강의 접근성을 제고 

- (피드백) : 일방향적인 강의가 아닌, 수강생이 시연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나 질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질의응답 게시판(오프라인 또는 언택트 형태), 별도의 피

드백 세션 운영 등 

 

다. 콘텐츠 송출 및 마케팅 

- (콘텐츠 탑재) : 제작한 콘텐츠를 제안사의 플랫폼에 탑재하여 안정적인 송출로 수강을 지

원 

- (마케팅) : 무료배포 - 수준 높은 음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최대 다수의 최

대 후생을 증진하는 대중성을 두루 확보, 홍보 -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안사의 

플랫폼과 유튜브, 출강 아티스트 개인의 SNS 계정을 활용한 언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강자가 유입될 수 있게끔 전방위적인 홍보 전개 

 

4. 문의 

- 사업부문 : 032-623-8044 

- 계약부문 : 032-623-8011  

 

5. 관련링크 : 클릭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01015958&bidseq=00&releaseYn=Y&taskClCd=5&popUpYn=Y


 
[(재)서울문화재단] 

 

 

1. 접수기간 : 2020.11.02.(월)~11.23.(월) 18시 마감  

 

2. 공모대상  

- 제한없음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 1인의 명의로 개인접수 진행)  

 

3. 공모주제 : 예술을 통해 후원을 유도하는 예술키트 개발 아이디어 

 

4. 가이드라인 : 제작 단가 1~2만원 내외의 예술적 즐거움과 의미가 포함된 DIY 키트 

 

5. 선정된 아이디어 활용방안  

①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 키트로 제작 됩니다. 

② 예술후원 키트는 기업대상 예술체험 및 후원금 유치에 사용됩니다.(후원금 전액 문화예

술 지원에 사용) 

③ 예술후원 키트로 만든 제품은 필요한 소외계층에 기부됩니다.(예:"신생아 모자뜨기"키트

를 통한 신생아 살리기, 후원자가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선물하는 "착한 장난감 만들기" 키

트 등) 

 

6. 시상내역  

 

7. 문의 : 02)3290-7058, 7053 

 

8. 관련링크 : 클릭 

 

14.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Idx=992&bcIdx=116039&type=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목적 : 국내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타트업 콘텐츠를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유망기업

의 글로벌 확장을 견인 

 

2. 사업내용 

- 스타트업 글로벌 마켓 참가지원 : 국내 온라인 IR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마켓 참

가 지원 

※ 온라인 마켓 참가 : 3개 마켓 운영(Web summit, Slush, CES) 각 5~10개사 내외 

- 기업의 (온-오프) IR 및 피칭덱 컨설팅을 통한 피칭 역량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에 적

극 지원 

 

3.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문화콘텐츠 기반 스타트업 (법인) 

※ 중복 신청 가능 (단, 최대 2개로 제한됨) 

※ 2020 STEP CONFERENCE, TECH CRUNCH DISRUPT 사업 지원받은 기업 신청불가 

① Websummit & Slush 

- 설립일로부터 5년 미만 창업 

- 보유 콘텐츠(서비스/제품)는 신청 기업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중에 유통 중 또는 유통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웹사이트(기업소개, SNS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해야 함 

- 컨설팅기업, 대행사, 마케팅 및 광고대행사 등은 지원할 수가 없음 

- 300만달러 (한화 약 34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가 없음 (Websummit) 

- 기업레벨이 Series B 이상 기업은 지원할 수가 없음 (Slush) 

② CES 

- 고유의 기술력을 보유 하고, 소비자가 시연(온라인) 가능해야 함 

- 2020년 1월 이후 출시 제품이어야 함. 

- 기술은 시장의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혁신적이어야 함 

- CES에 처음 전시자로 참가 하는 스타트업이어야 함 

- 창업이 최대 2년 이내 이어야 함 

15. 2020 콘텐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참가사 추가모집 



4. 신청기간 : ~ 11. 06(금) 15:00까지 

 

5. 대상마켓 : 총 3개 마켓 (적정대상<기업>이 없을시 재공모 예정) 

 

6. 선정방식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류 및 발표평가 실시 

 

7. 문의 : 02-6441-3034, 364 

 

8. 관련링크 : 클릭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3311.do?menuNo=200827&noticevent=Y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 입찰개요 

가. 과업명 : 아리랑 음반 제작용역 

나.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검수완료 시 까지) 

다. 용역 예상가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

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제안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3243) 신고필한 기업 

 

2. 접수기간 : 2020. 11. 4.(수) 17:00 시간내 도착분 까지/방문접수 

 

3. 문의 : (02)580-3267 / (02)580-3276  

 

4. 관련링크 : 클릭  

 

 

 

16. 아리랑 음반 제작용역 입찰 공고 

https://www.kotpa.org/ucms/bbs/B0000022/view.do?nttId=23138&menuNo=300009&pageIndex=1


 

[한국음반산업협회] 

 

 

1. 사업명 : 2020년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대중음악기획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 수행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내 전시관, 수장고 등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 12. 4.까지 

※ 기타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추정사업비 : 일금 오천칠백만원(57,000천원, VAT 포함) 

※ 제안에 따른 전시물 설계비, 제작 및 설치비, 제세공과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 

포함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

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최근 3년 이내, 국내 전시기획 ․개최 경험을 가진 단체, 법인, 전문업체 

※ 본 입찰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사업자를 포함 컨소시엄 참여업체

는 2개 업체 이하로 제한 함 

 

5. 입찰 기간 : 2020. 10. 28.(수) ~ 2020. 11. 6.(금) 17:00까지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기간 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6. 과업내용  

- 대중음악기획전시관 개선 

- 대중음악상설전시관 개선 

- 수장고 환경 개선 및 홍보 

 

7. 문의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정보사업팀(02-3270-5981) 

 

8. 관련링크 : 클릭  

 

 

 

 

17. 2020년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대중음악기획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재입찰 

http://www.riak.or.kr/index.php?tpf=board/view&board_code=1&code=2721#none


 
[서울시] 

 

 

1. 위탁사항 

 

 

2.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3. 위탁형태 : 사무·시설관리 민간위탁 

 

4. ’21년 총사업비(안) : 753백만원 

※ 총사업비는 계약심사 과정 등에서 변동될 수 있음. 

※ ’22~’23년 사업비는 해당연도 서울시 예산 편성 후 지원 

 

5. 참가자격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6. 제출기간 : 2020. 11. 16.(월) 09:00~18:00 

 

7. 선정기준 : 문화예술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경영상태, 운영주체 공신력 및 책임능력,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 및 재정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8. 문의 : 02-2133-2555 

 

9. 관련링크 : 클릭  

 

 

 

 

 

18.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운영기관 모집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6614?tr_code=snews


 

[서울시] 

 

 

1. 위탁개요 

- 사업명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12.31. (3년) 

- 민간위탁금 : 411,571천원 <’21년(안)>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2021년 예산편성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2. 위탁사무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운영 

-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생활문화동호인 모임 및 연습공간제공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보급, 기획, 홍보 등 

- 지역 및 거점형 생활문화권 연계 사업 추진,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유공간 겸 마을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3. 위탁대상 시설 :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8 외 2(서촌지역)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67㎡ / 연면적 353.56㎡ (교회 280.01㎡, 한옥 73.55㎡) 

- 주요시설 : 체부홀(대관 및 공연), 금오재 사랑(세미나실), 금오재 마실(마을카페)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 공모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문화예술 공간을 관리·운영하였거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으며 

마.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생활문화 사업수행

에 필요한 인력·기구를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춘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 ※공동도급(컨소시엄) 불허 

 

5. 제출일시 : ’20. 11. 5. (목) 10:00 ~ 17:00 

 

6. 문의 : 02-2133-2542 

 

7. 관련링크 : 클릭  

19.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26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