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고·공모 리스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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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대관 

8. [부평구문화재단] 디지털뮤직랩 대관 

9.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10. [의정부문화재단] 2020년 의정부문화재단 수시대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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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로문화재단] 2021년 오류아트홀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13. [구로문화재단] 2021년도 꿈나무극장 정기대관 공고 

14. [구로문화재단] 2021년도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상반기 정기대관  

15. [은평문화재단] 2021년 상반기 은평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사용 예약 공고 

16. [노들섬] 노들섬 특화공간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2021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17. [부평구문화재단] 2021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18. [고양문화재단] 2020 아람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12월 수시대관 공고 

19. [용인문화재단] 2021년도 용인문화재단 상반기 정기대관 추진 및 대관료 감면 시행(안) 

20.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2월 대관 운영 안내 

21. [노원문화재단] 2021년 상반기(1~6월) 정기대관 안내 

22. [인천문화재단] 2021년도 상반기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23. [용인문화재단] 12월 연습실 수시대관 공고 및 용인시문예회관 대연습실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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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고/공모 - 아티스트 

1. [신한카드, 민트페이퍼] 2020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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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seq=4945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seq=4951
http://www.sapy.kr/ABOUT_US/?idx=5182451&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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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c.or.kr/sub06/sub01.php?type=view&uid=1723
http://nodeul.org/%ec%88%98%ec%8b%9c%eb%8c%80%ea%b4%80-%eb%85%b8%eb%93%a4%ec%84%ac-%ed%8a%b9%ed%99%94%ea%b3%b5%ea%b0%84-%eb%9d%bc%ec%9d%b4%eb%b8%8c%ed%95%98%ec%9a%b0%ec%8a%a4-%eb%8b%a4%eb%aa%a9%ec%a0%81%ed%99%80/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bbs_code=Fboard_1&seq=4957&gotopage=1&keyfield=&keyword=&dept_idx=&head_idx=&page=view
http://www.artgy.or.kr/CU/CU0101M.aspx?mode=V&boardid=cs_notice&code=2336&depth=a
https://www.yic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709&pageIndex=1&menuNo=050000&subMenuNo=050100&thirdMenuNo=050101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treetArts_notice.do?cbIdx=984&bcIdx=116117&type=
https://www.nowonarts.kr/html/openspace/notice_view.php?bgu=view&bbs_data=aWR4PTE2NTUmc3RhcnRQYWdlPTAmbGlzdE5vPTM4Ni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W5vdGlj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27
https://www.yicf.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727&menuNo=050000&subMenuNo=050100&thirdMenuNo=050101
https://www.mintpaper.co.kr/2020/05/2020shinhancard/


2. [성동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인터뷰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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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성시문화재단] HAP한 FEATURED 참가 신청 안내 

5.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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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파구] 청년예술가 온라인 전국 경연대회 참가 안내 

8. [KT&G 상상마당] KT&G 상상마당 부산 버스커 모집 

9. [경기문화재단]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장실습 안내 

10. [음악역1939] 음악역1939 음원제작지원사업 ‘The Voice of Harmony’ 참가자 모집 

11. [관악구] 코로나19, 일상속의 작은 히어로 UCC 공모전 안내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2차(비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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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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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11.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12. [성북구]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 운영 법인 및 단체 모집 

13. [인천문화재단] 「2020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용역」 입찰 공고 

14.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결합형 제품 제작지원」 유통MD∙투자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를 위한 열린정책랩 운영 

※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 상담in 2차 특별상담(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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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펜’ 표시는 이번 주 업데이트 사업 

https://blog.naver.com/best_of_best2/222086767614
http://www.naruart.or.kr/bbs/board.php?bo_table=performance&wr_id=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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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openadmin.news.NewsApp&c=1002&seq=29717&code=1&cate_id=AG0401000000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84
https://www.ggcf.kr/archives/130271
http://musicvillage1939.com/board-view.php?code=notice&sq=97
http://www.gwanak.go.kr/site/gwanak/ex/bbs/View.do?cbIdx=289&bcIdx=116057&parentSeq=116057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893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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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0137/1843157.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Idx=992&bcIdx=116039&type=
http://www.sb.go.kr/main/cop/bbs/gosiView.do?nttId=16033&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1000&fourthMenuNo=&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1000&fourthMenuNo=null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26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043&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043&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https://www.arko.or.kr/board/view/4013?bid=463&page=&cid=1802014&sf_icon_category=cw00000019
https://www.ggcf.kr/archives/129590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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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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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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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디지털뮤직랩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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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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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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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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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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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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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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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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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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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문화재단]  

 

1.접수기간 : 2020년 11월 12일(목) 09:00~11월 23일(월) 18:00 

 

2. 대관신청서류 

1) 정기대관 예약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예약확정 안내 : 2020년 12월 1일(화) / 신청자(단체) 개별통보 

- 정기대관 확정 후 대관신청서를 별도 작성 후 12월 10일(목) 18시까지 이메일 접수 

- 정기대관 완료 후 수시대관은 12월 10일(목) 이후 진행 예정 

- 2021년 상반기 대관 일정 확인 후 가능일 신청 

* 대관 불가일 신청시 대관 예약 신청 취소 

 

3. 접수방법 

-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에서 대관예약신청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art@efac.or.kr) 접수 

 

4. 선정기준 

- 선착순 접수순으로 선정 우선 검토 

 

5. 문의 : 대관담당자(art@efac.or.kr / 02-351-3339, 070-4174-1583) 

 

7. 관련링크 : 클릭 

 

 

 

 

 

15. 2021 상반기 은평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예약 공고 

mailto:art@efac.or.kr
mailto:art@efac.or.kr
https://efac.or.kr/sub06/sub01.php?type=view&uid=1723


[노들섬]  

 

노들섬 2021년 상반기(1월~6월)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에 대한 수시대관 모집이 진행

됩니다. 

 

1.접수기간 : 2020년 11월 3일(화) 이후부터 상시 접수 

 

2. 접수방법 

- 접수 : 노들섬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 문의 :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대관 문의 070-7729-6573 

         노들섬 다목적홀 숲 대관 문의 070-7729-6566 

         노들섬 잔디마당 대관 문의 070-7729-6568 

- 메일 : live@nodeulisland.kr 

 

3. 일정 

- 대관심의 : 매주 금요일 진행 예정 

- 결과통보 : 심의 완료 후 개별 이메일 통보 

 

4. 관련링크 : 클릭 

 

 

 

 

 

 

 

16. 노들섬 특화공간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2021년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mailto:live@nodeulisland.kr
http://nodeul.org/%ec%88%98%ec%8b%9c%eb%8c%80%ea%b4%80-%eb%85%b8%eb%93%a4%ec%84%ac-%ed%8a%b9%ed%99%94%ea%b3%b5%ea%b0%84-%eb%9d%bc%ec%9d%b4%eb%b8%8c%ed%95%98%ec%9a%b0%ec%8a%a4-%eb%8b%a4%eb%aa%a9%ec%a0%81%ed%99%80/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우수작품 발표 장소로 부평아트센터를 제공하고 복

합문과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도 부평아트센터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6 (금) ~ 11. 23 (월) 

 

2. 접수기간 : 2020. 11. 13 (금) ~ 11. 23 (월) 

 

3. 발표일 : 2020. 12. 2 (수) 예정 * 유선 개별통보 

 

4.신청서교부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bpcf.or.kr)  

 

5. 신청 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214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부평아트센터 1층 공연사

업팀 대관담당자 앞 (접수기간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 : kkh_0522@daum.net 

 

6. 관련링크 : 클릭 

 

 

 

 

 

 

17. 부평구문화재단 2021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http://www.bpcf.or.kr/
mailto:kkh_0522@daum.net
http://www.bpcf.or.kr/community/notice.asp?bbs_code=Fboard_1&seq=4957&gotopage=1&keyfield=&keyword=&dept_idx=&head_idx=&page=view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풀뿌리 문화예술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아람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람마당]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여러분들의 연습을 비롯한 발표, 전시, 공연 등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대관일정 

- 대관기간 : 2020. 12. 1(화) ~ 12. 24(목) 

- 신청기간 : 2020. 11. 13(금) 오전 10시 ~ 12. 22(화) 오후 6시 

- 심의 및 결과통보 : 접수 후 5일 이내(운영일 기준) 

- 운영시간 : 월~토요일, 오후 2시~4시 (일요일, 국∙공휴일 휴관) 

- 대관료 : 무료 

 

2. 대관공간 

 
 

3. 지원자격 

-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단체 

- 마스크 착용, 비말 형성 적음, 생활 속 거리두기 가능한 장르 

 

4. 문의 : 고양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031-960-0077) 

 

5. 관련링크 : 클릭 

 

 

18. 2020 아람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12월 수시대관 

http://www.artgy.or.kr/CU/CU0101M.aspx?mode=V&boardid=cs_notice&code=2336&depth=a


[(재)용인문화재단]  

 

1. 대관 기간  

- 2021년(1-12월) : 용인포은아트홀, 용인포은아트갤러리, 문화예술원 전시실 

- 2021년 상반기(1-6월) : 용인시 평생학습관(큰어울마당&작은어울마당), 처인홀, 문화예술

원(마루홀&국제회의실), 이벤트홀  

 

2. 대관 범위 

위치 장소명(위치) 일 정 비 고 

수 

지 

구 

용인포은아트홀 

(수지구 포은대로 499) 
2021년 1월 ~ 12월 1245석(공연장) 

이벤트홀 

(수지구 포은대로 499) 
2021년 1월 ~ 6월 131석(회의실) 

용인포은아트갤러리 

(수지구 포은대로 499 용인아르피아 3층) 
2021년 1월 ~ 12월 423㎡(전시실) 

용인시 평생학습관 

(수지구 문정로7번길 

15) 

큰어울마당 2021년 1월 ~ 6월 599석(공연장) 

작은어울마당 2021년 1월 ~ 6월 162석(회의실) 

처 

인 

구 

문화예술원 3층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마루홀 2021년 1월 ~ 6월 286석(공연장) 

국제회의실 2021년 1월 ~ 6월 180석(회의실) 

전시실 2021년 1월 ~ 12월 519m²(전시실) 

용인시 문예회관 

(처인구 중부대로 

1392) 

처인홀 2021년 1월 ~ 6월 626석(공연장) 

 

3. 접수기간 : 2020년 11월 09일(월) ~ 11월 26일(목) 18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4. 관련링크 : 클릭 

 

19. 2021년도 용인문화재단 상반기 정기대관 추진 

및 대관료 감면 시행(안) 

https://www.yic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709&pageIndex=1&menuNo=050000&subMenuNo=050100&thirdMenuNo=050101


[(재)서울문화재단] 

 

1. 대관 이용 조건 : 오전 / 오후 / 야간 구분, 공간별 사전 신청 승인 인원만 사용 가능 

- 제 1취수장 메인홀 : 15명 (공사기간 중 5명으로 제한/아래 참조) 

- 제 2취수장 연습실/서커스 천막 : 10명 

- 사전 승인 방문객 외 출입 불가하며, 승인단체는 방문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등 

※ 대관 신청서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부터 출입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커스 천막은 기상상태(외기, 서리, 눈, 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 관련 내용은 해당되는 단체에 사전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 12월은 매일 오전(10:00~13:50), 오후(14:00~17;50)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대관 불가일 안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시설 정비 공사로 아래의 기간과 장소는 대관 신청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 중 오후 공사 종료 후 소독·환기 진행하여 야간만 대관을 진

행합니다. 단, 안전을 위해 최대 5인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3. 대관신청 : 11월 15일(일) ~ 22일(일) / 12월 대관 일정  

 

4. 문의 : 02-3437-0083 

 

5. 관련링크 : 클릭 

 

 

2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2월 대관 운영 안내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treetArts_notice.do?cbIdx=984&bcIdx=116117&type=


[(재)노원문화재단] 

 

1. 대관기간 : 2021년 1월 ~ 6월  

※ 기획공연 및 무대점검기간 제외  

 

2.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관신청 가능일  

월  대 관 신 청  가 능 일  비  고  

1월 6, 7, 12, 13, 14, 15, 16, 24(8일) 

‣ 정기무대점검 : 매주 월요일 

‣ 무대점검 및 시스템 검사 

- 1월 / 6월 중 2회 진행 

※일정외 : 기획전시 및 문화행사 

진행 

‣ 조례 개정 추진중으로 대관료가 

변동될수 있음 

2월 6, 16, 17, 18, 21(5일) 

3월 2, 3, 4, 6, 14, 30, 31(7일) 

4월 4, 7, 8, 10, 18(5일) 

5월 18, 20(2일) 

6월 5, 13(2일) 

 

2. 접수기간 : 2020년 11월 16일 (월) ~ 11월 24일 (화) / 8일 간 

 

3.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 구성 

- 대공연장 : 다양한 장르의 예술성과 기획력을 갖춘 작품 선정  

- 소공연장 : 자체 기획 및 관내 지역 예술단체 등 주민참여율이 높은 작품 등 

 

4. 문의 : 노원 문화예술회관 02-2289-3422 

 

5. 관련링크 : 클릭  

 

 

21. 2021년 상반기(1~6월) 정기대관 안내 

https://www.nowonarts.kr/html/openspace/notice_view.php?bgu=view&bbs_data=aWR4PTE2NTUmc3RhcnRQYWdlPTAmbGlzdE5vPTM4Ni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W5vdGlj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


[(재)인천문화재단] 

 

1. 대관개요 

- 대관기간 : 2021. 1. 2. ~ 2021. 4. 30. 

- 운영시간 : 10:00~22:00 

- 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인천문화재단이 지정하는 날 

 

2. 접수기간 : 2020. 11. 12.(목) ~ 2020. 11. 29.(일) 

 

3. 정기대관 심의 일정 

- 정기대관 심의 : 2020. 12. 1. ~ 2020. 12. 7. 

- 심의결과 발표 : 2020. 12. 8. 예정 

 

4. 대관공간 안내 

 

5. 대관시간 및 요금안내 

 

6. 문의 : 032-868-9162~3 

 

7. 관련링크 : 클릭  

 

 

 

22. 2021년도 상반기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27


[(재)용인문화재단] 

 

1. 대관기간 : 2020년 12월 대관 

 

2. 시설별 대관공간 

위치 시설명 면적 
수용가능 인원수 

(4㎡당 1명꼴) 

수지 

구 

용인포은아트홀 리허설룸 301㎡ 약75명 

죽전야외음악당 연습실 164㎡ 약40명 

처 

인 

구 

문화예술원 
소연습실 80.66m² 약20명 

대연습실 89.20m² 약22명 

용인시 문예회관 

연습실A, B 32m²(각각) 약8명 

다목적실 253㎡ 약63명 

대연습실 249㎡ 약62명 

 

3. 대관가능일정 (2020년 12월) 

연습 시설 

구분 대관 가능일(시간대 명기) 비 고 

수지구 

용인포은아트홀 

리허설 룸 

12월 

1, 3-4, 5(오전,오후)  

죽전야외음악당 연습실 

1, 2-3(오전,오후), 4, 6(오후), 8-10(오전,오후),  

11, 13(오후), 15, 16-17(오전,오후), 18, 20(오후), 

22, 23-24(오전,오후), 27(오후), 29, 30-31(오전,오후) 

 

처인구 
문 화 

예술원 

연습실1(소) 5, 12, 19, 26   

연습실2(대) 1-5, 6-12, 13-19, 20-24, 26, 27-31   

연습 시설 

23. 2020년 12월 연습실 수시대관 공고 및  

용인시문예회관 대연습실 대관 



구분 대관 가능일(시간대 명기) 비 고 

처인구 
용인시 

문예회관 

연습실1(A) 

12월 

1-5, 6(오전), 7(오전,오후), 8-9, 10(오후,야간), 11, 

12(오전), 13(오전,오후), 15-20(오전,오후), 22(오전), 

23-24, 25(오전,오후), 27, 29, 30-31(오전,오후) 

 

연습실2(B) 

1-5, 6(오전), 7(오전,오후), 8-9, 10(오후,야간), 11, 

12(오전), 13(오전,오후), 15-20(오전,오후), 22(오전), 

23-24, 25(오전,오후), 27, 29, 30-31(오전,오후) 

 

다목적실 

1-5, 6(오전), 7(오전,오후), 8-9, 10(오후,야간), 11, 

12(오전), 13(오전,오후), 15-20(오전,오후), 22(오전), 

23-24, 25(오전,오후), 27, 29, 30-31(오전,오후) 

 

대연습실 

1-4, 5-6(오전,오후), 8-11, 12-13(오전,오후), 15-

18(오전,오후), 19-20(오전,오후), 22-24, 25-

27(오전,오후), 29-31 

 

 

※ 용인포은아트홀 리허설룸은 기획, 대관이 없는 일자만 가능(월요일 불가)함.  

※ 문화예술원 연습실1(소연습실)의 경우, 주중은 야간 및 토,일은 오전,오후만 가능 

※ 죽전야외음악당 연습실 , 문화예술원 연습실2(대연습실), 문예회관 연습실, 다목적실, 대연습실의 경우, 

월 휴관, 토,일은 오전,오후만 가능 

※ 시간대 오전(09-12) / 오후(13-17) / 야간(18-22) 
 

 

4. 대관료  

- 1일(09-22시) 120,000원 

- 오전(09-12시) 50,000원 / 오후(13-17시) 50,000원 

- 야간(18-22시) 50,000원 (VAT별도) 

 

5. 접수기간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18시까지 이메일 접수분에 한함. 

 

6. 신청대상 : 관내 장애인 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 일반 예술단체 및 예술인 

 

7. 문의 : 031-323-6371  

 

8. 관련링크 : 클릭  

 

 

https://www.yicf.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727&menuNo=050000&subMenuNo=050100&thirdMenuNo=0501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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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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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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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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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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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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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0회 평택 전국밴드경연대회 참가 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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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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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년예술가 온라인 전국 경연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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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상상마당] 

 

 

 

1. 사업내용 : KT&G 상상마당부산 버스커 모집 

 

2. 참여부문 : 모든 장르 

 

3. 지원혜택 : 버스킹 공간 제공, 음향장비 / 기술 제공 

 

4. 신청자격 : 활동중인 버스커 누구나 

 

5. 접수 : 홈페이지 접수 

 

6. 모집일정 : 상시모집 

 

7. 문의 : 070-8893-0949 

 

8. 관련 링크 : 클릭 

 

 

 

 

 

 

 

 

 

 

 

 

 

 

 

 

 

 

 

 

8. KT&G 상상마당 부산 버스커 모집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84


 
[(재)경기문화재단] 

 

 

 

1. 참여예술인 지원 개요 

- 모집인원 : 최대 15명 (경기도 거주 예술인으로 한정) 

- 참여대상 자격 (아래 기준과 문화재단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 

1) 필수자격 

- 온라인 강의 이수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예술인(2020년 10월 7일 이전부터 거주) 

 

2) 참여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창작준비금,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또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2. 참여예술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0.11.12 ~ 11.19 (13:00까지) 

- 신청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kycho1996@ggcf.or.kr) 

 

3. 선정결과 발표 : 11/19 

 

4. 관련 링크 : 클릭 

 

 

 

 

 

 

 

9. 2020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장실습 안내 

mailto:kycho1996@ggcf.or.kr
https://www.ggcf.kr/archives/130271


 
[음악역1939] 

 

 

 

가평군 음악역1939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음원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The Voice of Harmony`는 재능있는 뮤지션 발굴을 위해 음악역1939 녹음실(S-Station)

을 활용한 음원제작 지원사업으로, 이번 사업은 목소리만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아카펠라 아

티스트를 선정합니다. 

참가희망팀은 심사 가능한 2분 이내의 영상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이메일접수 : seregay61@korea.kr  

 

2. 관련링크 : 클릭  

 

 

 

 

 

 

 

 

 

 

 

 

 

 

 

10. 음악역1939 음원제작지원사업 

‘The Voice of Harmony’ 참가자 모집 

http://musicvillage1939.com/board-view.php?code=notice&sq=97


 
[관악구] 

 

1. 공모부문 : 영상(다큐멘터리, 영상편지, 광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2. 공모기간 : 2020. 11. 16.(월) ~ 12. 4.(금) 18:00 

 

3. 응모자격 : 관악구 주민 또는 관악구에서 활동중인 사람 

 

4. 작품내용 : 소상공인 및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응원메시지, 미담사례 , 나의 이야기 등 코

로나19 극복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상 

 

5. 수상작 발표 

- 일 시 : 2020. 12. 14.(월) 09시 예정 

- 장 소 : 관악구홈페이지(www.gwanak.go.kr) 게시 및 개별 연락 

 

6. 문의 : 879-5273 

 

7. 관련링크 : 클릭  

 

 

 

 

 

 

11. 코로나19, 일상속의 작은 히어로 UCC 공모전 안내 

http://www.gwanak.go.kr/site/gwanak/ex/bbs/View.do?cbIdx=289&bcIdx=116057&parentSeq=11605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모집분야 

대상 출강시설 분야 수 세부 분야 

아동 아동복지시설 6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노인 노인복지관 5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6 

국악(아동, 성인), 무용(아동), 미술(아동, 성인),  

연극(아동, 성인), 영화(성인), 음악(아동-양육자)  

※ 아동복지시설 : 전국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

(법인시설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 전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2. 강사활동내용  

1) 교육활동 기간 : 2021년 3월 ~ 12월(10개월 이내) 

- 1개 반별 총 35회(1회 2시수(2시간), 총 70시수) 교육 

- 세부일정은 배치된 시설-강사의 교육 계획에 따라 협의 하에 진행 

2) 교육장소 :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강사 거주지 기준 해당 권역의 복지시설에 우선 배치함 

- 강사 거주지 기준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지역별 복지시설 선정현황에 따라 일부 원거리 

지역으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12. 20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3. 예술강사 지원사항 

구분 지원 내용 

공통 

ㅇ 강사비 : 1시수당 43,000원 ※ 1회 : 2시수(2시간) 

ㅇ 연구비 : 1시수당 4,000원 ※ 1회 : 2시수(2시간) 

ㅇ 교통 보조금 : 출강 회차당 지원(별도 지급기준에 의거)  

ㅇ 건강진단 : 건강진단 비용 지원(건강보험 공단이 고시한 검진비용 기준 

지급) 

ㅇ 근로자의 날 수당 :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지급 

ㅇ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강사 선택연수 및 워크숍 등 

※ 연수는 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에서 총괄 운영 

ㅇ 각종 기획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 

개별 

ㅇ 장애인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시설 출강 시 도서벽지수당 

10,000원 추가 지급 

※ 본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 장애인보조금 수당 

10,000원 추가 지급(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증명) 

 

4. 접수기간 : 2020. 11. 16.(월) ~ 2020. 11. 25.(수) 18:00까지 

 

5. 문의 : 02-3274-9389, 02-1600-0144(2번) 

 

6. 관련링크 : 클릭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89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참가대상 :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 

 

2. 강의일정/장소 : 2차 - 2020. 11. 3.(월) ~ 12. 4.(금) 

 

3. 강의내용 

 

4. 문의 : 02-3668-0200  

 

5. 관련링크 : 클릭  

 

13.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2차 

(비대면 진행)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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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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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년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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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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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1.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칭 :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 위치 :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 (석관동 261-125) 

- 규모 : 대지 221㎡, 연면적 372.48㎡(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층 별 면 적 시설용도 비 고 

지상3층 15.48㎡ - 창고, 옥상 쉼터  

지상2층 111.18㎡ - 사무실, 교육실, 간이주방  

지상1층 111.18㎡ - 문화창작공간, 공방작업공간  

지하1층 134.64㎡ - 연주연습실 등   

합 계 372.48㎡   

- 위탁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3년) 

- 위탁사무 :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  

- 위탁금액 : 149,378천원(2020년 예산 기준, 구비 100%) 

 

2. 신청자격  

-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를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문화시설 운영·관리 또는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제외  

 

3. 접수기간 : 2020. 11. 26.(목) ~ 11. 30.(월) (3일간) 

 

4. 문의 : 02-2241-2655 

 

5. 관련링크 : 클릭  

 

 

 

 

 

12.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위탁 운영 법인 및 단체 모집 

http://www.sb.go.kr/main/cop/bbs/gosiView.do?nttId=16033&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1000&fourthMenuNo=&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1000&fourthMenuNo=null


 
[(재)인천문화재단]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20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 일시 : 2020. 12. 24.(목) ~ 25.(금) 

- 장소 : 트라이보울 공연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2. 과업개요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0. 12. 28. 

- 과업예산 : 금82,000천원(금팔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과업범위 : 『2020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이하 ‘행사’라고 함) 기획·운영 전반 

 

3. 추진방법 

<페 스 티 벌 주 요 컨 셉> 

야외 음악축제 형식의 재즈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살려 겨울에 느끼는 여름 음악축제 컨셉으로 페스

티벌 구성 및 운영 

- 6회째를 맞는 트라이보울의 대표 음악축제로 재즈를 바탕으로 특화 된 콘텐츠 구성 

- 재즈 매니아, 트라이보울 회전문 관객 등 음악에 관심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유료 관객과 

무료 전시 및 행사 참여자를 구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행사 진행 

및 비대면 온라인 공연 및 홍보·기록을 위한 영상 제작 

 

4. 가격입찰 : 2020. 11. 19.(목), 10:00 ~ 11.24.(화), 10:00 _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진행 

 

5. 제출일자 : 2020. 11. 24.(화), 10:00 ~ 14:00 

 

6. 제안서 평가(PT심사) : 2020. 11. 27.(금), 10:00 ~ 

 

7. 문의  

-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팀 (ejcho@ifac.or.kr) 

- 제안관련 문의: 트라이보울 (goldenbat6@ifac.or.kr) 

 

8. 관련링크 : 클릭  

 

13. 「2020 트라이보울 재즈페스티벌 용역」 입찰 공고 

mailto:goldenbat6@ifac.or.kr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26


 
[(재)경기콘텐츠진흥원] 

 

 

 

1. 행사개요 

- 행사내용 : 제품의 유통/판로 발굴 및 개척, 유통계약 추진 상담, 자금확보 방법 및 크라

우드펀딩/투자 상담, 투자 유치 상담 

- 행사장소 : 부천 메이커스페이스 

 

2. 상담회 참석 유통·투자사 

1) 유통MD 상담 

- 상담내용 : 유통처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 유통 가능성 논의 

- 참여기업 : 7개사 (롯데마트, 인터파크, 한국미니스톱, 카카오커머스, 아이디어스, 크라우

디, W쇼핑) 

  

2) 투자 상담 

- 상담내용 : 투자 상담 및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 가능성 논의 

- 참여기업 : 7개사 

 

3. 신청기간 : 2020.11.22.(일) 23:00 까지  

 

4. 신청자격 : 콘텐츠 결합 제품을 보유한 경기도 내 스타트업 (※ 창업 7년 이내) 

 

5. 문의 : 02-919-9003 

 

6. 관련링크 : 클릭  

 

14. 「콘텐츠 결합형 제품 제작지원」 

유통MD∙투자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043&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