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고·공모 리스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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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펜’ 표시는 이번 주 업데이트 사업 

A. 대관 

1.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2. [노들섬] 노들섬 특화공간 잔디마당 2021년 수시대관 공고 

3. [화성시문화재단] 2021년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4. [관악문화재단] 2021년도 관악문화재단 관악아트홀 수시 대관 안내 

5. [의정부문화재단]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 공고 

6. [금천문화재단] 2021년 상반기 금나래아트홀(공연장) 4월~6월 수시대관 안내 

7. [용인문화재단] (재)용인문화재단 2021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8. [화성시문화재단] 2021 대관료 지원사업 

9. [서교예술실험센터] 2021년 서교예술실험센터 4월/5월 지하다목적실 수시대관 안내 

10. [CJ문화재단] 2021 CJ아지트 광흥창 산반기 공간지원 신청 안내 

11. [서울특별시] ‘문화비축기지 아트랩(Art Lab)’ 장소지원 프로젝트 모집 공고 

12. [고양문화재단] 2021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13. [경기아트센터] 2021년도 (재)경기아트센터 시설물 수시대관 신청 접수 

14. [부천문화재단] 2021 부천문화재단 문화시설 하반기 정기 • 수시대관 시행 공고 

15.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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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공고/공모 - 아티스트 

1. [KT&G 상상마당] KT&G 상상마당 부산 버스커 모집 

2.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신청 연장 공고 

3. [네이버문화재단] 온스테이지 아티스트 참여 신청 

4. [드림팩토리] 2021 프리프롬올 시즌2 밴드 지원 프로젝트 공고 

5. [동작문화재단] 2021 지역문화발굴사업 <심훈 프로젝트> 공모 안내 

http://www.sapy.kr/ABOUT_US/?idx=5182451&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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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9e%94%eb%94%94%eb%a7%88%eb%8b%b9-2021%eb%85%84-%ec%88%98%ec%8b%9c%eb%8c%80%ea%b4%80/
https://www.hcf.or.kr/hcf/61/?action-value=cb4455b3d1280b985c409ca528b4ef42&action=read&chathead=%ED%99%94%EC%84%B1%EC%8B%9C%EB%AC%B8%ED%99%94%EC%9E%AC%EB%8B%A8
https://www.gfac.or.kr/html/notify/notify1_view.html?pk=1610347839836-ccccb6d1-8117-480e-89bd-4f7ddbcc8d8b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1029
https://gcfac.or.kr/board/noticeDetail?notice_gb=&board_seq=7366&gcfac_menu_cd=&currRow=1&scType=all&srch_input=
https://www.yic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947
https://www.hcf.or.kr/art/156?action=read&action-value=4bd539ec4d81bb572a32366e9e83b627
https://www.sfac.or.kr/opensquare/artspace_news.do?cbIdx=982&bcIdx=120332&type=view
https://www.cjazit.org/about/news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1996
http://www.artgy.or.kr/CU/CU0101M.aspx?mode=V&boardid=cs_notice&code=2364&depth=a&cat=0&&page=1
http://www.ggac.or.kr/?p=42&page=1&viewMode=view&reqIdx=202104091030320993
https://www.bcf.or.kr/cust/noti/noticeDetail.act?ArticleId=17808&sArticleCategoryId=89
https://www.osan.go.kr/arts/bbs/view.do?mId=0601010000&bIdx=241764&ptIdx=248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84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53
https://blog.naver.com/onstage0808/222166676400
https://www.instagram.com/p/CJbUnqjDanH/
http://www.idfac.or.kr/bbs/board.php?bo_table=biz&wr_id=19


6. [TV 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참가신청 안내 

7. [용인문화재단] 2021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8. [김포문화재단] <김포예술을 소개합니다> ‘김포, 예술과 사랑에 빠지다’ 참여 신청 공모 

9. [소리퍼커션] 소리퍼커션 SPCS 2021 작품공모 

10.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권역형 청년예술가 공모 

11. [은평문회재단] 은평생활문화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운영 협력 아티스트 공모지원 

12. [강원음악창작소] 2021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참가 뮤지션 모집 

13. [서울문화재단] 2021년 BENXT(비넥스트) - 음악·전통·다원·시각분야 공모 안내 

14. [김포문화재단] 2021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공모 

15. [인천문화재단] “2021 트라이보울 초이스 Tribowl Choice“공고 

16. [지역문화진흥원] 2021 청춘마이크 기획형 청년예술가 공모 – 스테이지원 

17. [지역문화진흥원] 2021 청춘마이크 기획형 청년예술가 공모 –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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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공고/공모 - 아티스트 및 단체  

1. [노들섬] 노들섬 대관공간 공연 공동주최사업 ‘노들커넥트’ 상시 모집 

2. [노들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공연 대관지원사업 ‘노들메이트’ 상시 모집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 

4.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 (1차) 

6. [콘텐츠진흥원] 2021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공고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상반기 전세자금대출 시행 안내 

8. [콘텐츠진흥원]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9. [콘텐츠진흥원]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10. [콘텐츠진흥원] 2021-1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11. [서울특별시]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 안내 

12. [서울특별시] 2021 인디음악축제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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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 <가입부터 보장까지> 

※ [서울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http://broadcast.tvchosun.com/broadcast/program/2/C202100009.cstv
https://www.yic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941
https://www.gcf.or.kr/modules/board/bd_view.html?no=228&id=recruit&mc_code=1311&p=1&or=bd_order&al=asc
https://www.sori-percussion.com/post/kor-%EC%86%8C%EB%A6%AC%ED%8D%BC%EC%BB%A4%EC%85%98-spcs-2021-%EC%9E%91%ED%92%88%EA%B3%B5%EB%AA%A8
http://www.rcda.or.kr/2020/news_add/notice_view.asp?idx=15233&page=1&searchColumn=&searchKeyword=&r_b_ex2=
https://www.efac.or.kr/sub06/sub01.php?type=view&uid=1964
http://www.gwmf.co.kr/bbs/board.php?bo_table=4_1&wr_id=69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Idx=992&bcIdx=120363&type=
https://www.gcf.or.kr/modules/board/bd_view.html?no=237&id=recruit&mc_code=1311&p=1&or=bd_order&al=asc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963&page=1
https://www.culture.go.kr/wday/notice/noticeView.do?miv_pageNo=1&seq=331&s_category=&searchKey=&searchText=
https://www.culture.go.kr/wday/notice/noticeView.do?miv_pageNo=1&s_category=&searchKey=&searchText=&seq=332
http://nodeul.org/%eb%aa%a8%ec%a7%91-%eb%85%b8%eb%93%a4%ec%84%ac-%eb%9d%bc%ec%9d%b4%eb%b8%8c%ed%95%98%ec%9a%b0%ec%8a%a4-%eb%85%b8%eb%93%a4%ec%bb%a4%eb%84%a5%ed%8a%b8-%ec%83%81%ec%8b%9c-%eb%aa%a8%ec%a7%91/
http://nodeul.org/%eb%85%b8%eb%93%a4%ec%84%ac-%eb%9d%bc%ec%9d%b4%eb%b8%8c%ed%95%98%ec%9a%b0%ec%8a%a4-%eb%85%b8%eb%93%a4%eb%a9%94%ec%9d%b4%ed%8a%b8-%eb%aa%a8%ec%a7%91-2/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23757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none
https://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21J222005&menuNo=200828&recptSt=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6602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095.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096.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134.do?menuNo=200827&noticevent=Y
https://서울활력자금.kr/html/intro.html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8215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q=1438&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482&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5296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0699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 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3. 11 ~ 7. 10)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 (~21.05.13)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안내 (2021. 3. 3. 시행)  

※ [서울문화재단] 2021년 축제 새방향 설정을 위한 자치구/민간 축제 워크숍 정리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제40회 세종문화상 포상 계획 공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1년 3월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 보상금 분배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접수 안내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5837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5856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6016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667&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C%98%88%EC%88%A0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689&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C%98%88%EC%88%A0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6496&fbclid=IwAR0jBaZbVFW2CUAWa-spsM2dy7Zs-UZtJ7KorNwmrfHGAwdhRR4xZidX2Mg
http://office.sfac.or.kr/UIPage/BizPublicationBook/Upload/%EC%B6%95%EC%A0%9C%EC%9B%8C%ED%81%AC%EC%88%8D%20%EC%9E%90%EB%A3%8C%EC%A7%91_1202.pdf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6623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727&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https://www.komca.or.kr/CTLJSP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735&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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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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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들섬] 

 

1. 대관장소 : 잔디마당 및 잔디마당 스탠드 

- 잔디마당 : 면적 2953.41㎡ 

- 잔디마당 스탠드 : 616석 (고정석-스탠드) 

 

2. 대관 가능일 : 2021년 4월 1일 (목) – 2021년 10월 31일 (일) 까지 

* 월요일은 휴관 

 

3. 접수방법 

- 접수 : 노들섬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4. 수시대관 심의 및 통보 일정안내 

- 매주 금요일 대관 심의가 진행됩니다. 

- 심의 이후 결과 안내는 업무일 기준 2-3일 이내에 안내드립니다. 

 

5. 문의 : 노들섬 잔디마당 대관 문의 070-7729-6568 

         노들섬 기타공간 대관 문의 070-4298-4998 

 

7. 관련링크 : 클릭  

 

2 노들섬 특화공간 잔디마당 2021년 수시대관 

http://nodeul.org/grassmadang-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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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9e%94%eb%94%94%eb%a7%88%eb%8b%b9-2021%eb%85%84-%ec%88%98%ec%8b%9c%eb%8c%80%ea%b4%80/


[(재)화성시문화재단] 

 

1. 대관시설 

 

 

2. 진행일정 

 

 

3. 대관신청방법 

- 접수방법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4. 문의 : 031-8015-8153 

 

5. 관련링크 : 클릭 

 

 

4. 2021년 (재)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 

https://www.hcf.or.kr/hcf/61/?action-value=cb4455b3d1280b985c409ca528b4ef42&action=read&chathead=%ED%99%94%EC%84%B1%EC%8B%9C%EB%AC%B8%ED%99%94%EC%9E%AC%EB%8B%A8


[(재)관악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아트홀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의 운영 제한과 2021년도 공연장 리

모델링 일정 등으로 2021년 정기대관 신청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수시대관 접수를 하게 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관시설 : 관악아트홀 공연장 

 

2. 접수기간 

- 1월 11일~20일 : 2~3월 대관 접수 

- 2월 1~10일 : 4월 대관 접수 

- 3월 1~10일 : 5월 대관 접수 

- 4월 1~10일 : 6월 대관 접수 

- 5월 1~10일 : 7월 대관 접수 

- 6월 1~10일 : 8월 대관 접수 

- 10월 1~10일 : 12월 대관 접수 

 매월 1일~10일 잔여 대관일에 한해 수시 대관 접수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 2021년 9월~11월 예정 

 

3. 문의 : 02-828-5854 

 

4. 관련링크 : 클릭 

 

 

 

 

 

 

5. 2021년 관악문화재단 관악아트홀 수시 대관 안내 

https://www.gfac.or.kr/html/notify/notify1_view.html?pk=1610347839836-ccccb6d1-8117-480e-89bd-4f7ddbcc8d8b


[(재)의정부문화재단] 

2021년 의정부문화재단 내 대극장, 소극장, 국제회의장, 의정부 아트캠프 등 잔여 일정에 

한하여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1. 대관기간 및 신청기간 

- 대/소극장: 2021년 3월 2일 ~ 6월 30일 

- 의정부아트캠프: 2021년 3월 2일 ~ 6월 30일 

- 신청기간: 2021년 2월 23일(화) ~ 6월 5일(토) 

 

2. 대관 시설 현황: 5개소  

- 대극장: 1,025석 

- 소극장: 233석 

- 전시장: 741㎡ (원형전시장 453㎡, 제1, 2전시장 각 144㎡) 

- 국제전시장: 177석 (회의석 110석, 기자석(2F) 67석) 

- 의정부아트캠프: 객석 가변형 슬라이딩 객석 6단 (73석) 

 

3. 신청제한 

- 아마추어 공연자 또는 단체(아트캠프블랙 제외) 

- 동일인(단체, 기관)의 대관 신청은 3건 이내로 제한 

- 특정 목적의 정치성, 집회성, 행사성, 종교성 대관. 

- 국제전시장: 177석 (회의석 110석, 기자석(2F) 67석) 

- 의정부아트캠프: 객석 가변형 슬라이딩 객석 6단 (73석) 

 

3. 문의 : 031) 828-5839 (대/소극장) / 031) 850-5133 (아트캠프) 

 

4. 관련링크 : 클릭 

6. 2021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공고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NUMBER=1029


[(재)금천문화재단] 

2021년 상반기 (재)금천문화재단 금나래아트홀(공연장)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대관기간 

- 2021년도 4. 12 (월) ~6. 30(수) 기간 중 대관 가능일 

- 월별 대관 가능 일정 

 
 

2. 진행일정 

- 신청기간: 상시접수 

 

 

3. 신청방법 

- 금천문화재단 김리예 대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liye@gcfac.com) 

      - 문의전화: 금천문화재단 예술진흥팀 김리예: 02-2627-2985 

 

4. 관련 링크: 클릭 

7. 2021년 상반기 금나래아트홀(공연장) 수시대관 안내 

https://gcfac.or.kr/board/noticeDetail?notice_gb=&board_seq=7366&gcfac_menu_cd=&currRow=1&scType=all&srch_input=


5. 금나래아트홀 대관내역 및 사용료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문화재단은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

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대관시설 

 
⚫ 용인포은아트홀과 용인포은아트갤러리, 문화예술원 전시실의 경우는 

차기년도 1년 대관을 전년도 상반기 대관을 통합하여 진행. 

잔여일정에 한해 상시대관으로 운영중 

 

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자: 2021년 3월 29일(월) ~ 4월 27일(화) (30일간) 

- 접수기간: 2021년 4월 28일(수) ~ 5월 7일(금) (10일간) 

 

3. 접수방법 및 서류제출 

- 접수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이메일) 접수 가능 (전화 및 구두신청, 팩스접수 불가) 

- 방문접수 

⚫ 방문시간: 월 ~ 금 09:00 ~ 17: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이메일) 접수(*시설별 대관 담당자 안내) 

⚫ 수지구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 / 작은어울마당 

 : 이무영 (031-323-6530 / mylee@yicf.or.kr) 

⚫ 수지구 이벤트홀 

: 김민성 (031-260-3389 / mseonggee@yicf.or.kr) 

⚫ 처인구 문화예술원 마루홀 / 국제회의실 

: 조유진 (031-323-6371 / yjcho@yicf.or.kr) 

⚫ 처인구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 

: 이은주 (031-323-6394 / bluemong337@yicf.or.kr) 

 
 

4. 대관개요 

- 대관기간: 2021년 7월 ~ 12월 (장소별 대관 가능일 참조) 

- 대관 가능일 (하단 페이지 참고) 

8. (재)용인문화재단 2021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5. 관련 링크: 클릭 

 

 

 

https://covid19.artnuri.or.kr/sb/view01/S5159


[(재)화성시문화재단] 

(재) 화성시문화재단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대관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전문예술인/예술단체의 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대관료를 지원하

고자 합니다. 지역 예술인/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사업목적: 전시/공연 대관료 지원을 통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예술창작활동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 

○ 사업내용: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대상 전시/공연 대관료 및 촬영비 90% 지원 

⚫ 촬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지원 

○ 사업대상: 화성시 소재 전문예술인 및 전문단체 

 

2. 지원자격 

○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그 외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단체 

 

3. 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 대상사업 

- 화성시 내 전시장 및 공연장을 대관하여 운영하는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공연예술 등)와 시각예술분야(회화, 조각, 공예, 판화, 사진, 미디어 

아트, 서예 등)의 공연 및 전시 

⚫ 대관시설은 시에 등록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문예회관

을 원칙으로 함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마목) 

○ 지원내용 

- 1인 또는 1팀 당 100만원 내, 대관료 90% 지원 (자부담 10%) 

- 대관료: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등 사용 포함,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촬영비: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성향에 따라 무관중으로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여야 할 시, 대관료와 중복하여 촬영비 9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 당해 연도 동일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비용 등 대관료 지원을 받은 

경우 

⚫ 국비, 기금, 시비용 등으로 진행되는 예술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9. 2021 대관료 지원사업 공고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가능 

- 정치/종교 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4. 신청절차 

○ 접수시간: 2021년 3월 30일(화) ~ 4월 23일(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이메일(artsupport@hcf.or.kr) 접수 

 

5. 문의 

○ 문의처: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03) 

 

6. 관련 링크: 클릭 

 

 

 

 

 

 

 

 

 

 

 

 

 

 

 

 

 

 

 

 

 

 

 

 

 

 

 

 

 

 

 

 

 

 

 

 

 

mailto:artsupport@hcf.or.kr
https://www.hcf.or.kr/hcf/61?action-value=4bd539ec4d81bb572a32366e9e83b627&action=read&chathead=%ED%99%94%EC%84%B1%EC%8B%9C%EB%AC%B8%ED%99%94%EC%9E%AC%EB%8B%A8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2021년 지하다목적실 수시대관 안내드립니다. 모든 공간은 마스크 착용 

확인 및 발열 체크 후 입장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19 후속조치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진행합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 방침에 따라 대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는 수수료 없이 100% 환불됩니다. 이용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대관장소: 지하 다목적실 

 

2. 신청기간: 공고 게재일 ~ 5월 24일(월) 자정까지 접수 완료 분에 한함 

 

3. 사용기간: 2021년 4월 13일(화) ~ 5월 31일(월) 

○ 최대 2주까지 신청 가능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 매주 월요일, 공휴일, 기타 서울문화재단이 지정한 날은 휴관 

⚫ 사용기간은 공간 배정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음 

⚫ 사용가능 일정 확인 ▶http://bitly.kr/seogyospace 

 

4. 신청분야 

○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기타 

⚫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문화 예술 단체 또는 개인 

⚫ 신청자격 제한 

- 서울문화재단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 미준수 경력이 있는 자 

- 정치, 종교적 목적을 지닌 경우 

- 영리 목적이 강한 사업인 경우 

 

6. 제출서류 

※ 필수: 사업 계획서(재단 양식) 

※ 선택: 1. 포트폴리오 및 단체 소개서(자유 양식) 

     2.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업로드 필수 

             3. 장비 반출입 내역서(해당 사항 있을 경우 필수, 재단 양식) 

 

7. 사용시간: 11:00 ~ 20:00 (준비/정리시간 포함) 

 

8. 대관료: 100,000원 / 1일 (*부가세 별도) 

 

9. 수용가능인원 

- 기존: 50명 내외 

- 50% 제한: 25명 내외 

- 30% 제한: 15명 내외 

10. 2021년 서교예술실험센터 

4월/5월 지하다목적실 수시대관 안내 



 

10. 대여가능물품: 테이블, 의자, 프로젝터 등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대여 가능) 

 

11.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1551 

 

12.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sfac.or.kr/opensquare/artspace_news.do?cbIdx=982&bcIdx=120332&type=view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은 재능과 실력을 갖춘 뮤지션들이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튠업 사업과 음악 전문 공연장인 CJ아지트 광흥창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간 지원을 재개하여 인디 레이블 및 뮤지션들이 더 많은 관객

을 만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공연장 개요 

1) 위치: CJ아지트 광흥창 (서울시 마포구 신정도 145-9번지) 

2) 객석형태 (스탠딩 미운영) 

 
3) 형태: 블랙박스시어터 (공연장 시설 및 장비리스트 별첨1.(신청서 내 참조) 

 

2. 공간지원 개요 

1) 신청일정: 2021년 05월 ~ 07월 중 

2) 지원분야: 전 장르 음악 및 음악 복합 공연 

3) 지원사항 

○ 공연장 무료대관, 시설 및 장비 무료 사용 

* 지원 외 하우스 어셔 및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선정 팀 부담 

○ 음향 감독 지원 

* 조명&무대 스텝 미지원, 자체 해결 혹은 CJ아지트 광흥창 운영사와 진행  

시 별도 비용 발생 (별첨 2. (신청서 내 참조) 

○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마케팅 
 

3. 신청방법 및 대관 절차 

1) 접수방법: 메일접수 music@cjazit.org / 방문, 우편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불가 

2) 접수기간: 상시 접수 가능 

3) 신청서류 

○ 공연 신청서 – 지정양식 

○ 공연 기획 및 홍보마케팅 (티켓 세일즈, 이벤트 등) 계획서 

○ 공연 기획사 및 뮤지션 소개 자료(최근 공연 이력(실적) 및 주요 공연 계획 일

정 등) 

4) 선정 단계 

1. 공연 기획서 및 공간 지원 신청서 제출 (최소 공연 D-50일까지) 

2. 서류 확인 및 공간 지원 스케줄 확정, 대관 계약 체결 등 (최소 공연 D-40

일까지) 

3. 디자인물 확인 (CJ문화재단 가이드 적용 확인) 

4. 공연 진행 
 

4. 문의처: 툰업 운영사 비이피씨탄젠트 music@cjazit.org 
 

5. 관련 링크: 클릭 

11. 2021 CJ아지트 광흥창 상반기 공간지원 신청 안내 

mailto:music@cjazit.org
https://www.cjazit.org/about/news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창작자들에게 문화비축기지 공간과 보유장비를 제공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아트

랩 (Art Lab)’ 장소지원 프로젝트>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비축기지 장소를 활용한 실험적이

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문화비축기지 아트랩(Art Lab)’ 장소지원 프로젝트 

2) 주요 사업내용 

○ 아트랩 전시 프로젝트 

- 문화비축기지의 정체성 및 탱크의 공간성에 맞는 양질의 전시 지원 

○ 작은 공간 원데이 프로젝트 

-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 지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1년 4월 8일(목) ~ 4월 27일(화) (20일간) 

○ 접수기간; 2021년 4월 23일(금), 4월 26(월), 4월 27일(화) (3일간) 

 

2. 모집내용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정 및 공간 사용 변경 가능 

 

3. 신청방법 

1) 구글 설문지 작성 및 첨부파일 이메일 접수 

○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능 

 - 구글 설문지 링크 (공통): https://forms.gle/opfrkrBkkES9rnBW7 

○ 첨부파일 접수 

 - 아트랩 전시 프로젝트: pamie1110@seoul.go.kr / 02-376-8416 

12. ‘문화비축기지 아트랩 (Art Lab)’ 

장소지원 프로젝트 모집 공고 



 - 작은 공간 원데이 예술 프로젝트: bobae1217@seoul.go.kr /02-376-8739 

 * 기획 및 창작자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4. 문의 

     [아트랩 전시 프로젝트] 

      ▫ 문화비축기지 문화기획팀, 최윤정 주무관 : 02-376-8716, pamie1110@seoul.go.kr 

     [작은 공간 원데이 예술 프로젝트[ 

      ▫ 문화비축기지 문화기획팀, 김보배 주무관 : 02-376-8739, bobae1217@seoul.go.kr 
 

5. 관련 링크: 클릭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1996


[(재)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에서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지역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전시 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치 및 대관료 지원을 통한 예술단체, 예술인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전문예술법인, 예

술단체, 예술가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2) 사업내용: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대상 공연, 전시장등 대관시설 대관료 지원 

3) 지원내용: 관내 대관시설 대관료(촬영비)의 90%까지 지원 

(단체 자부담 10% 이상 필수) 

○ 1건 지원금 최대 5,000,000원(오백만원) 

• 관내 대관시설(공연, 전시장) 대관료 및 촬영비 총액의 90% 지원 

• 대관료는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 설치, 철수 대관 및 부대설비 등 사용료 포

함, 부대시설비의 경우 대관 시설에서 제공하는 내용에 한함 (대관계약서, 공

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촬영비의 경우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에만 90%까지 지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2. 공모개요 

1)  신청 자격: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 단체 

○  그 외 예술인, 예술단체는 본인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사업참여 구성원의 전문성 증빙 및 참여 구성원의 프로필 및 역할 제출 필수 

2)  대상사업 

○  도내 대관시설 이용 공연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  도내 대관시설 이용 전시: 미술, 전시, 공예 등 

 

3.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2021년 4월 13일(화) ~ 4월 30일(금) 

2) 제출방법: 신청서 구비, 해당부서에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3) 접수처: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3층 공연사업팀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4. 문의 

○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공연사업팀 (031-960-9755) 

 

5. 관련 링크: 클릭 

 

 

 

 

13. 2021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http://www.artgy.or.kr/CU/CU0101M.aspx?mode=V&boardid=cs_notice&code=2364&depth=a&cat=0&&page=1


[(재)경기아트센터]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 다운로드 

  - (고객소통 ▶ 새소식 또는 대관 ▶ 대관신청 → 신청서양식) 

나) 접수기간: 2021년 4월 25일(일) 10:00 ~ 2021년 4월 30일(금) 17:00 

  - 단, 공고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0일 내인 대관 신청건은 별도 문의 

다) 접수처: 경기아트센터 공연사업팀 

라)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전자메일접수, 우편접수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접수 및 방문상담 불가 

(1) 온라인신청: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대관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2) 전자메일접수: 공연장(rent@ggac.or.kr), 갤러리(rent2@ggac.or.kr) 

(3) 우편접수: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까지만 유효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아트센터 공연사업팀 대관담당자 앞 (우편번호 16488) 

 

2. 신청방법 

가) 공연장(대/소극장) 

1) 공통사항 

(1) 공연 대관시간 중 12:00~13:00, 17:00~18:00은 대관신청 불가함 

    - (단, 공연 진행시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 

(2) 준비와 철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관 신청 

2) 대중공연(콘서트 및 뮤지컬 등) 

: 1일 대관불가, 또한 준비대관시간에 전기안전검사 시간 고려하여 신청 

3) 클래식(합창, 연주, 국악 등) 

(1) 대극장과 소극장대관에 음향반사판 및 덧마루를 사용하는 경우 준비시간 

(리허설 제외)을 최소 2시간 이상 확보하여 신청요망 

             (2) 최소입장연령은 만7세 이상으로 설정 (계약 체결 시, 담당자와 협의) 

4) 행사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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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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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식행위 및 영리행위 절대 불가 

나) 갤러리 

1) 기본사항 

(1) 1일 대관 10:00 ~ 19:00 사용시간 적용 

(2) 추가시간(준비 및 철거시간 등)은 대관 규정 참고 

 

3.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가) 사용자는 승인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계약 체결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며, 기간 내 미납 시 시설 사용이 자동 취소됨 

14. 2021년도 (재)경기아트센터 시설물 수시대관 신청 접수 



 

4. 문의 

 
 

5. 관련 링크: 클릭 

 

6. 대관신청 가능일자 

* 대극장 

 
 

* 소극장 

 
 

 

 

 

 

 

http://www.ggac.or.kr/?p=42&page=1&viewMode=view&reqIdx=202104091030320993


[(재)부천문화재단] 

(재)부천문화재단은 부천의 문예 진흥과 부천 시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 복지의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부천시 문화시설에 대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관절차 및 주요내용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cf.or.kr/ 

○ 공연장 대관신청 서식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 대관 →대관안내 →공연장 →대관절차 →  

공연장대관신청서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 Fax (032)324-9307 /  

E-mail : bcf6487@naver.com 

○ 추진일정: 2021. 7. 1 ~ 2021. 12. 31 

 

15. 2021 부천문화재단 문화시설 

하반기 정기 • 수시대관 시행 공고 



○ 보유시설 

 

○ 대관료 산출: 위 해당 문화시설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 공연법 제정으로 안전 교육 이수 필수 

○ 대관 공고 시 사이버 안전 교육 제출 안내 

 

2. 관련링크: 클릭 

 

 

https://www.bcf.or.kr/cust/noti/noticeDetail.act?ArticleId=17808&sArticleCategoryId=89


[(재)오산문화재단] 

 

오산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하반기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공연장 사용을 원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관 시설 

    * 기타 자세한 공연장 무대설비안내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2. 대관 가능일자 및 시간 

○ 대관 가능일자 

   - 대관기간: 2021년 7월 ~ 12월 

   - 대관신청 가능일자(대•소공연장 동일) 

신청가능일자 

7월 1, 3, 4, 6, 7, 8, 14, 15, 16, 17, 18, 20, 22, 23, 24, 25, 27, 29 

8월 7, 8, 11, 12, 17, 19, 20, 21, 22, 24, 27, 31 

9월 1, 2, 4, 5, 8, 17 

10월 5, 6, 7, 26 

11월 16, 17, 23, 24, 30 

12월 1, 2, 5, 7, 8, 15, 21, 22, 23, 24, 28, 29 

* 신청가능일 외 날짜에 신청한 단체는 자동 불허 처리됨 

 

○ 대관일자 제외사유: 휴관일, 기획공연, 무대점검기간 등 

○ 위 일정은 오산문화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관 가능시간 

   - 공통사항: 09시 ~ 22시 

   - 1일 최대 사용시간: 셋업과 공연, 철수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이내 

   - 위의 대관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추가 대관 권장 

○ 코로나10 관련 필수 동의사항 안내(미동의 시 신청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황 악화 시 일정 조정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 객석 거리두기 (전체 좌석의 30%~50%) 실시 

▣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대관 사용자 측 진행 (대-4명, 소-2명) 

 

3. 대관신청가능 대상 

○ 사용허가 대상 

- 문화 • 예술 • 학술 진흥을 위한 공연 

-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 공연 

-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육 • 교육기관 

○ 대관신청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행사 

시설명 객석 수 면적 

대공연장 800석 (1층 477석 • 2층 314석 • 장애인석 9석) 2,899.9㎡ 

소공연장 207석 (1층 204석 • 장애인석 3석) 901.7㎡ 

15. 오산문화예술회관 2021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집회행위, 정치와 관련된 행위, 특정제품의 선전 •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 멸실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재단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 그 밖에 이사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정기대관 운영 절차 및 일정 

○ 운영절차 

 
○ 진행일정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2021년 4월 19일(월) ~ 4월 26일(월) 

   - 심의기간: ~ 5월 11일(화) 

   - 결과통보 및 허가조건 조율기간: ~ 5월 14일(금) 

   - 교육 • 보육시설 공개추첨(미정): 추후 공지(중복단체 없을 시 미 진행) 

   - 허가서 발송: 공연일자 순으로 순차적 발송 

   -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로 대체(허가서 발송 후 즉시)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필수사항) 

   - 대관신청서(이전 양식 사용불가, 첨부 지정약식 사용) 1부 

   - 공연운영계획서(지정양식) 1부 *보육/교육기관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단체) 1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c11.kr/o5yr 

   -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41 오산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팀 대관담당자 (우 18131) 

▫ 방문접수(코로나19 확산방지), 유선, 팩스 접수 불가 

▫ 필수서류 누락 또는 지정양식 미사용 시 불허처리 될 수 있음 

 

6. 문의 

○ 오산문화재단 공연팀 대관담당자: 031)379-9952 / ksh8313@hanmail.net 

 

7.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osan.go.kr/arts/rentalhall/apply.do?mId=050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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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T&G 상상마당 부산 버스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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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천문화재단] 

 

 

1. 신청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인천 예술인 

< 인천예술인 > ※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가능 

- 인천 출생자(주민등록초본 증빙-출생지에 인천 표시) 

-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졸업 및 재학증명서 증빙) 

- 인천 거주자(공고일 기준 3개월 내-주민등록등본 증빙) 

- 인천 활동자(인천에서 3년간(2018-2020)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 증명) 등 

 

2. 신청기간 : 상시접수 

※ 2021년 접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3. 제출서류 

-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신청서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인천연고 확인자료(신청대상 내, 인천예술인 기준 참고) 

 

4. 혜택 

 

5. 문의 : 032-760-1036 

 

6. 관련링크 : 클릭 

 

 

 

 

 

 

2. 인천예술인 이음카드 신청 연장 공고 

http://www.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853


 

[네이버문화재단] 

 

 

네이버문화재단은 온스테이지 무대에서 열정의 라이브를 보여줄 참신한 뮤지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선정된 뮤지션들에게는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대중음악 전

문가들로 구성된 온스테이지 기획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며, 

 

1. 신청 방법 

1) naverculture@navercorp.com 메일 주소로 제목 말머리에 [온스테이지 신청]을 붙여주

세요. 

2) 신청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해주세요. 

3) 자작곡인 음원을 파일 형태로 5곡 이상 대용량 첨부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자작곡이 아닐 경우 선정은 무효 처리 됩니다) 

4) 라이브 공연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관련링크 : 클릭  

 

 

 

 

 

 

 

 

 

 

3. 온스테이지 아티스트 참여 신청 

https://blog.naver.com/onstage0808/222166676400


 
[드림팩토리] 

 

‘프리프롬올’은 2015년 홍대 밴드와 클럽의 지속적인 공존과 상생을 위해 시작된, 이승

환의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2개 팀의 밴드에게 5개의 협력 홍대  

클럽에서 라이브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프로젝트입니다. 

발생된 공연 수익금은 전액 출연 밴드에 투명하게 지급되었고 협력 클럽의 대관료 또한 

드림팩토리에서 전액 지원하여 뮤지션과 클럽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한 프로젝트입니다. 

  

1. 지원 내용 및 안내 

- 2021년 2월부터, 매달 2팀에게 드림팩토리스튜디오 사용료, 엔지니어비 지원 

- 선정된 밴드는 드림팩토리스튜디오와 사용 가능한 일정 조율 후 정해진 날짜의 

오전 09시 ~ 익일 02시 사이 총 17시간 내에서 드림팩토리스튜디오 사용 가능 

- 하루 일정 동안 1곡만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밴드 녹음(가창 포함) 외 믹싱, 마스터링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 접수 

- 접수는 1월 1일부터이며 매달 참여도 가능 

  

3. 지원가능 대상 

- 인원과 구성에 관계없이 밴드에 한함 

- 밴드가 아닌 경우는 지원 불가 

  

4. 지원 방법 

- 밴드 이름,밴드 소개글, 연락처를 작성 후 녹음을 원하는 데모음원 1곡을 함께 첨부

하여 이메일 df_freefromall@naver.com으로 지원 

 

5. 관련 링크 : 클릭 

 

4. 2021 프리프롬올 시즌2 밴드 지원 프로젝트 공고 

https://www.instagram.com/p/CJbUnqjDanH/


 
[(재)동작문화재단] 

 

1. 공모 자격 

- 21년 3월 1일 기준 동작구 거주 1년 이상인 만 19세 이상의 개인예술가 또는 동작구에 

설립한 지 1년 이상인 예술단체 

 

2. 지원 분야 및 제출 양식 

- 공연 분야: 연극, 영화, 뮤지컬, 인형극, 무용, 음악, 기타 공연 

- 음악 공연은 악보와 녹음 파일(또는 영상 파일), 무대 배치도, 무대의상(사진자료) 등 작

품을 설명할 수 있는 세부 자료 첨부 제출 

 

3. 최종선발(안) 

- 선발대상: 10팀 내외 

- 지원범위: 최소 2,000,000원~최대 4,000,000원 

 

4. 프로젝트 실행 

- 심훈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 공연 및 전시 (21년 10~11월)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년 3월 2일(화) ~ 5월 28일(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idfac@naver.com) 접수 가능 

 

6. 문의 

- 동작문화재단 (02-826-9330) 

 

7. 관련 링크: 클릭 

 

 

 

 

5. 2021 지역문화발굴사업 <심훈 프로젝트> 공모 안내 

http://idfac.or.kr/user/nd48611.do?View&dmlType=&keyword=&menuCode=krsite&page=1&pageSC=&pageSO=&dmlType=&pageST=SUBJECT&boardNo=520&recNo=0&pageSV=


 
[TV 조선] 

 

 

 

 

1. 소개 

- 트롯 열풍을 일으킨 TV CHOSUN 오디션 제작진이 이끄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노래를 사랑하고 가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초대형 노

래 오디션이 시작된다. 나이 불문! 장르 불문! 국적 불문! 노래에 재능있는 예비스타부

터 국보급 가수가 되고 싶은 실력파 무명가수에 이르기까지~ 이대로 묻히기엔 안타까

운 여러분의 재능을 발굴해 TV CHOSUN이 책임지고 국민가수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신의 인생에 올 하트가 터지는 감동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2. 오디션 일정 

1단계 – 서류 접수 및 심사 

2단계 – 지역 예심 (*서류 접수 합격자에 한해 광주, 부산, 대전, 강원, 경기, 서울 전국 6개 / 지역 5~6월 예정) 

3단계 – 제작진 최종 예심 (*지역 예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후 진행) 

4단계 – 방송 녹화 시작 

6. 「내일은 국민가수」 참가신청 안내 



3. 모집대상 

- 케이팝을 사랑하는 초/중/고/대학생 

- 각종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숨은 고수 

- 동요대회, 청소년 가요제 등 각종 대회 수상자 

-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전, 현역 가수 

- 실용음악을 전공한 실력 있는 학생 

- 지역별 행사 가수 및 무명 가수 & 비운의 가수 

- 국악, 뮤지컬, 성악, 팝페라, 재즈 등 다양한 무대의 보컬리스트 

- 잊혀진 꿈을 펼치고 싶은 대한민국 주부 

- 세계를 무대로 꿈을 품은 해외 음악 유학생 & 외국인 

- 주체할 수 없는 흥과 끼를 가진 분 

 

4. 서류접수 

   가. 모집기간: 2021년 3월 10일 ~ 4월 30일 

*추가 모집 시 재공지 

   나. 제출서류: 신청양식서 +노래 부르는 동영상 + 얼굴 사진 1장 

   다. 지원방법: kookminsinger21@daum.net 

      *위 메일은 지원접수 전용으로 별도의 회신은 없습니다.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5. 관련 링크: 클릭 

 

 

 

 

 

 

 

 

 

 

 

 

 

 

http://broadcast.tvchosun.com/broadcast/program/2/C202100009.cstv


 
[(재)용인문화재단] 

 

1.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기간 및 지원금 

● 공고기간: 2021년 3월 25일 (목) ~ 4월 30일 (금) 

● 신청기간: 2021년 4월 7일 (수) ~ 4월 30일 (금) 17시까지 

● 지원금액: 50만원 (1인 / 용인와이페이 균등 지급) 

● 정산 의무 없음 

● 용인와이페이 카드(실물) 번호 입력 필수 

 

3. 신청자격 

● 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1.03.25.) 기준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공고일 기준(2021.03.25.)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고일(2021.03.25.) 기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공고일 기준(2021.03.25.)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③ 국, 공립 문화예술기간 소속 예술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가능 

       *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예술장르(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분야)에 해당되는 전문예술단체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E-mail: yicf2020@naver.com 

 

5. 관련 링크: 클릭 

 

 

 

 

 

7. 2021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https://www.yic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notice_main&nttId=10941


 
[(재)김포문화재단] 

 

1. 소개 

- (재)김포문화재단에서는 김포 지역예술인의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김포예술을 소개합니

다> ‘김포, 예술과 사랑에 빠지다’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포, 예술과 사랑에 빠지다’란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시

리즈 콘텐츠입니다.  

‘김포, 예술과 사랑에 빠지다’ 콘텐츠를 김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에 발행하

여 시민에게는 예술작품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예술인에게

는 작품을 널리 알리고 창작활동의 다양한 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포 지역예술인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개요 

● 공모명: <김포예술을 소개합니다> ‘김포, 예술과 사랑에 빠지다’ 참여 신청 공모 

● 공모기간: 2021년 3월 25일 ~ 10월 31일 

● 대상: 김포에서 활동하거나 거주중인 지역예술인 

 

3. 참여 신청 방법 

● 신청 부분 

  - 사진, 영상 등 미디어로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 예술 분야(미술, 음악, 무용, 사진, 전통예술, 영상 등)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이메일: gafim@gcf.or.kr 

 * 1인 다작품 접수 가능, 원본 제출 필수 

 

4. 활용 계획 

● 신청작품 활용 계획 

- 김포문화재단 공식 온라인채널, 뉴스레터(정기발행물) 등에 콘텐츠 게시 

 

5. 관련 링크: 클릭 

8. ‘김포, 예술과 사랑에 빠지다’ 참여 신청 공모 

https://www.gcf.or.kr/modules/board/bd_view.html?no=228&id=recruit&mc_code=1311&p=1&or=bd_order&al=asc


 
[소리퍼커션] 

 

1. 소개 

- 타악기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리퍼커션에서 타악기 앙상블 작품을 공모

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음향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국내외 젊은 작곡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 개요 

● 공모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4월 25일(일) 

● 연주: 2021년 9월~10월 예정 

● 편성: 타악기를 위한 앙상블 작품(타악 2~4중주 편성으로 한국타악기 최소 1개 이상 포함) 

● 사용 가능한 악기 

   

● 지원자격: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작곡가 (만 35세 이하) 

● 주의사항: 1인당 1곡 제출로 미발표 신작에 한함 

 

3. 제출 사항 

● 악보(전체 악보가 아닌 최대 3분 이내 제출) 

● 작품계획서(자유 양식으로 작품 구상, 해설이 포함된 곡의 계획) 

● 공모신청서(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파일은 모두 PDF 형식으로 제출 

9. 소리퍼커션 SPCS 2021 작품공모 



 

● 공모방법 

- 이메일: soripercussion@gmail.com 

 * 이메일 제목: SPCS2021_이름 

 

4. 공모 절차 

 

1)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작품을 선정하여 타악기 연주자들이 리딩세션을 진행합니다. 

2) 2차 심사에서 제출된 서류와 리딩세션을 토대로 위촉곡을 선정합니다. 

 

5. 공모 혜택 

1) 총 상금 3백 5십만원 

2) 작품 위촉 초연 

 

6.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sori-percussion.com/post/kor-%EC%86%8C%EB%A6%AC%ED%8D%BC%EC%BB%A4%EC%85%98-spcs-2021-%EC%9E%91%ED%92%88%EA%B3%B5%EB%AA%A8


 
[지역문화진흥원] 

 

1. 소개 

-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

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춘마이크」권역형 사업에 참가할 청년예술가를 다음과 같이 10개 권역, 10개 주관

단체별로 공모하오니,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

랍니다.  

특히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2개 유형(권역형, 기획형)으로 사업이 구

분되어 진행되며, 이에 따라 유형별 청년예술가를 각각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주요 내

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모와 오디션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을 선정(적국 457팀, 팀별 최대 5인, 장르무관)  

‘문화가 있는 날’에 권역 내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행사 개최 및 재정지원 

● 주관단체 및 기간 

  - 전국 15개 주관단체 (권역형 10개 / 기획형 5개) 공모, 선정 

  - 2021년 3월 ~ 12월 

● 청년예술가 지원규모 

  - 전국 457팀 / 청년예술가 1개 팀당 평균 160만원(1회), 연간 약 800만원(5회) 

 

3.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 권역형(기존) 사업내용 

 - 사업내용: 지역 중심 버스킹 공연 프로그램 운영 

 - 기획방향: 권역 내 공간 중심 

 - 사업장소: 지정된 권역 구분에 따라 권역 내 사업 운영 

  * 비대면형: 비대면 공연 운영이 가능한 모든 공간 

  * 생활밀접형: 지역민 생활공간 

  * 지역자원형: 지역의 문화적 자산 

  * 기초단위형: 읍, 면, 동 단위 지역 내 공간 

 - 지원규모: 팀당 최대 5회 공연 기회 및 공연비 제공  

70만원(1인) ~ 210만원(5인) / 1회기준 

   - 주관단체: 전국 10개 단체(10개 권역) 

   - 선정규모 

    * 팀수: 382팀 (서울 55팀, 인천/경기권 55팀, 세종/충북권 28팀, 대전/충남권 38팀,  

전북권 28팀, 광주/전남권 38팀, 대구/경북권 38팀, 

부산/울산/경남권 54팀, 강원권 28팀, 제주권 20팀 

* 20년 우수예술가 10팀 포함 

10.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권역형 청년예술가 공모 



* 권역형 내 1개 권역만 지원가능 

    * 공모내용: 소규모장소에서 실연 가능한 공연 레퍼토리 기획 및 제안 

    * 우대사항: 지역 연고 청년예술가 우대 (대표자 기준) / 취약계층 우대 

    * 중복신청 관련: 권역형 내 중복신청 불가(1개 권역만 신청가능)  

권역형, 기획형 중복신청 가능 

    * 중복선정: 청년마이크 전체 사업 내 팀, 팀원 중복선정 불가 

● 기획형(신설) 사업내용 / * 기획형 사업 청년예술가에 대한 공모는 4월 5일(월) 게시예정 

   - 사업내용: 지역 구분 없는 자율 기획 프로젝트 운영 

   - 기획방향: 프로젝트 내용 중심 

   - 사업장소: 권역의 구분 없이 전국 사업 운영 

    * 세부장소: 프로젝트별 공연 지역 상이 (☞프로젝트 상세 내용 참고) 

 - 지원규모: 팀당 최대 5회 공연 기회 및 공연비 제공  

70만원(1인) ~ 210만원(5인) / 1회기준 

   - 주관단체: 전국 5개 단체 

   - 선정규모 

    * 팀수: 75팀 

    * 공모내용: 주관단체 기획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연 레퍼토리 기획 및 제안 

    * 우대사항: 활동 영역 확장 의자가 있는 청년예술가 우대 / 취약계층 우대 

    * 중복신청 관련: 프로젝트별 중복신청 가능 / 권역형, 기획형 중복신청 가능 

    * 중복선정: 청년마이크 전체 사업 내 팀, 팀원 중복선정 불가 

 

4. 공모 및 접수방법 

● 공모기간: 2021년 3월 29일(월) ~ 4월 16일(금) 18시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권역별 접수) 

 

5. 관련 링크: 클릭 

 

 

 

 

 

 

 

 

 

 

 

 

 

 

http://www.rcda.or.kr/2020/news_add/contest_view.asp?idx=15234&page=1&od1=reg_date2&searchKeyword=&b_ex1=


 
[(재)은평문화재단] 

 

1. 소개 

- 은평 신진 인디 뮤지션 및 국내 활동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음악 창작환경을 제공

하고 은평구민과 아티스트 간 음악을 통한 흥미있는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티스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공모개요 

 ○ 공모명: 2021 은평생활문화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운영 

           - 협력 아티스트 공모지원 사업 

 ○ 공모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19일(월) 

 ○ 접수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19일(월) 18시까지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 

 ○ 활동기간: 2021년 5월 ~ 12월 (8개월) *연말 평가심사 후 2022년 활동 연장 확정 

 ○ 지원대상: 은평 거주 신진 인디 뮤지션 / 은평 내, 외 엔지니어 

 ○ 지원 및 의무사항 

    

  

 

11. 2021 은평생활문화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운영 협력아티스트 공모지원 



   
 

2.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재)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은평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epcc@efac.or.kr) 

○ 제출 시 유의사항: 자료는 반드시 압축파일로 제출 *제출된 자료는 회수불가 

○ 심사방법: 서류 및 인터뷰 심사 

 

3. 문의: 은평생활문화센터 02-353-1219 

 

4. 관련링크: 클릭 

https://www.efac.or.kr/sub06/sub01.php?type=view&uid=1964


 
[강원음악창작소] 

 

1. 2021 남이섬 아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원더풀 위캔드’ 청춘 뮤지션 모집 

“원하는 대로 더 잘 풀리는 우리들의 주말” 

자연 속에서 맘껏 음악을 펼칠 끼와 열정 넘치는 청춘 뮤지션 다 모여! 

 

2. 축제기간 

 ○ 공모명: 2021년 6월 5일(토) ~ 6월 20일(일) 매 주말 / 남이섬 일대 

 

3. 공모개요 

 ○ 접수기간: 2021년 4월 1일(목) ~ 15일(목) 자정까지 

 ○ 결과발표: 2021년 4월 24일(토)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공지 및 개별연락 

 ○ 공모내용: 2021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참여 뮤지션 총 18팀 선정 

 ○ 지원대상: 대중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뮤지션 개인 및 그룹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악기 연주 및 노래 

              (창작곡, 커버곡, 리메이크, 인디음악 등) 

       * 종교 및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제외 

 

4. 참가방법 

 ○ 신청링크: https://url.kr/nc8s9t 

 ○ 이메일 별도 제출: songpr@naminara.com 

① (필수) 공연 영상: 유튜브 링크 혹은 비디오 / 5분 내외 (파일형식: mov, mp4 등) 

② (필수) 프로필: 팀/멤버, 경력 등 간략 소개 (파일형식:ppt) 

③ (선택) 음원: 청취 가능한 음원 스트리밍 링크 혹은 음원 파일 (파일형식: mp3, mp4 등)  

※ 메일 제목, 파일명: [팀이름] 2021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공모 지원 

 

5. 지원사항 

 ○ 출연료 / 야외 공연장 및 음향시스템 제공 / 공연 진행 스텝 지원 / 남이섬 무료 입장 

및 주차비, 도강(차량 섬내 입도) 협조 / 전날 숙박 및 식대 제공 / 사진, 영상 촬영 및 홍

보 지원 / 팁박스 주최 측 준비 

 

6. 문의 

 ○ 축제사무국 031-580-8015 / 인스타그램 DM @namisumacoustic 

 

7. 관련링크: 클릭 

 

 

12. 2021 남이섬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 참가 뮤지션 모집 

http://www.gwmf.co.kr/bbs/board.php?bo_table=4_1&wr_id=69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13. 2021년 BENXT(비넥스트)  

– 음악•전통•다원•시각분야 공모 안내 



0. 소개 

 ○ 서울문화재단은 ‘다음 세상을 여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기획형 예술창작지원사업 

<BENXT(비넥스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BENXT>는 (구)유망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래예술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도전적

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해당 장르의 예술인/단

체를 발굴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BENXT>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분야 

○ 음악, 전통예술(창작기반), 다원예술, 시각예술 

 

2. 사업기간 

○ 사업수행기간: 2021년 5월 ~ 2022년 2월 

※ 선정자 간담회, 중간 과정 공유회/쇼케이스 등 연간 행사/프로그램(2~3회) 참여 필수 

※ 문래예술공장(박스씨어터, 갤러리 M30)에서 최종 공연/전시 발표 필수 (21년 12월~22년 2월 중) 

※ 평가 환류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의 경우, 차년도 계속 지원 신청 가능 

 

3.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사업 (공통) 

○ 지원신청자격 (공통) 

 ▫ <BENXT> 사업의 프로그램 및 공연/전시 제작 지원을 적극적으로 참여, 활용하여 기

존의 작업으로부터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예술인/단체(프로젝트팀) 

 ▫ 최종 공연/전시 발표를 위한 신작 제작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예술인/단체(프로젝트

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최소 1종을 보유한 예술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청(음악

·전통 해당)  

※ 단체증명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프로젝트팀은 ‘대표자격의 1인’이 개인 명의로 신청하고 대표자 개인의 

경력이 아닌 프로젝트팀 구성원의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단, 선정 후 단체증명서류 발급 

필수(음악·전통 해당) 

○ 지원대상사업 (공통) 

▫ 신작: 관객 대상 공연/전시로 발표한 적 없는 순수 창작물 

▫ 재창작: 기존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작품변화 및 도약을 계획 중이며, 최종 공연/

전시 발표가 가능한 창작물 

※ 선정자 간담회, 중간 과정 공유회(2021년 9월~10월 중) 등 연간 행사/프로그램(2~3회) 참여 필수  

※ 문래예술공장(박스씨어터, 갤러리M30)에서 최종 공연/전시 발표 필수 (2021년 12월~2022년 2월 중) 

※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263.34㎡ / 갤러리M30: 218,88㎡  

-자세한 공간정보는 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s://c11.kr/o4ms) 

○ 지원 규모 및 내용 *장르별로 상이함 

  ▫ 직접지원(창작지원금): 1,500만원~2,000만원 이내 

  ▫ 간접지원: 전문가 멘토링, 크리틱, 웤숍, 발표 및 연습 공간, 홍보 등 

 

3-1.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음악) 

○ 지원신청자격 (음악) 

 ▫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창작, 연주, 뉴노멀 공연개발 등) 및 작품제작/발표를 계획한, 

39세 이하(1983.01.01 이후 출생)로 구성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프로젝트팀) 

※ 단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1983.01.01. 이후 출생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최소 1종을 보유한 예술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청 

※ 단체증명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프로젝트팀은 ‘대표자격의 1인’이 개인 명의로 지원 가능함. 



   단, 선정 후 단체증명서류 발급 필수 

○ 지원대상사업 (음악) 

 ▫ 창작 및 뉴노멀 공연 개발(작곡 / 렉처 퍼포먼스 /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연주 중심 레퍼토리 개발(개발 미발표작 초연 등) 

○ 선정규모: 2건 내외 

○ 지원내용 

 
 

4.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년 4월 9일(금) ~ 2021년 4월 20일(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5. 심의 기준 

  
 

6. 문의 

○ 문래예술공간: 02-2676-4333 / 02-2676-4331 

 

7. 관련링크: 클릭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cbIdx=992&bcIdx=120363&type=


 
[(재)김포문화재단] 

 

 

0. 소개 

 ○ (재)김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2021 김포예술활동지원사

업 ‘예술아람’」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표 

○ 김포시 지역 예술단체 창작활동 기반 조성 

○ 지역 예술단체 및 소속 전문•생활예술인의 지속발전을 위한 자생력 강호 

○ 지역 내 우수 문화예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도모 

 

14. 2021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공모 



2. 사업개요 

○ 공모대상: 2021년 중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활동 

   * 2021. 11. 30. 이후 보조사업추진 불가 

○ 지원규모: 총 225,000,000원 

○ 지원개요 

 -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활동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 지원 

 - 전문예술(인)단체와 생활예술(인)단체 구분하여 차등 지원 

 

 

 

 

 



3. 지원내용 / 공연예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제외) 

 

 

4. 추진일정 

  ○ 공고: 2021년 4월 8일(목) ~ 4월 24일(토) 

○ 접수기간: 2021년 4월 19일(월) ~ 2021년 4월 24일(화) 17시까지 

○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지정양식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 

 

5. 문의 

○ 김포문화재단 예술기획팀 주임 차가영 031-996-1605 

 

6. 관련링크: 클릭 

 

 

 

 

 

 

 

 

 

 

 

https://www.gcf.or.kr/modules/board/bd_view.html?no=237&id=recruit&mc_code=1311&p=1&or=bd_order&al=asc


 
[(재)인천문화재단] 

 

0. 소개 

 ○ (재)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트라이보울에서는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도 지원

과 트라이보울의 공간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증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1년도 “트라이보울 초이스 Tribowl Choice”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예술인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일자를 조정하여 트라이보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 및 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프로젝트 개요 

가. 사업명: 트라이보울 초이스 Tribowl Choice 

나. 사업기간 

 1) 트라이보울 초이스 [전시]: 2021년 5월 ~ 11월 중 

 2) 트라이보울 초이스 [야외공연-예술인/새내기]: 2021년 6월 ~ 9월 중 

 3) 트라이보울 초이스 [문화예술교육]: 2021년 6월 ~ 12월 중 

 4) 트라이보울 초이스 [공연 창/제작 지원-인천연고/지역 외]: 2021년 5월 ~ 11월 중 

다. 장소: 트라이보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라. 주최/주관: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마. 후원: 인천광역시 

바. 지원조건 

 
 

2. 공모 대상 

가. 트라이보울 초이스 [전시] 

 1) 트라이보울의 공간을 재해석하는 성향의 시각예술 작업 

 2) 미디어아트, 설치예술, 공간디자인, 사운드아트, 회화 및 사진 작업 등 시각예술 전반 

15. 2021 트라이보울 초이스 Tribowl Choice 공고 



나. 트라이보울 초이스 [야외공연[ 

 1) 주말 오후 트라이보울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2) 밴드, 국악, 클래식, 무용, 퍼포먼스 등 공연예술 전반 

 3) 구분 

  - 예술인: 전문예술인 및 단체 20팀 내외 

  - 새내기: 생활문화동호회, 동아리 등 10팀 내외 

다. 트라이보울 초이스 [문화예술교육] 

 1) 트라이보울에서 진행할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2)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복합 등 문화예술교육 전반 

라. 트라이보울 초이스 [공연 창/제작 지원] 

 1) 트라이보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작품 

 2) 음악을 바탕으로 타 장르가 결합된 형태로 뮤지컬, 연극, 무용, 오페라, 창극 등 

 3) 트라이보울의 공간 및 기획 방향에 부합되는 창/제작 

 4) 구분 

  - 인천 연고: 인천 출생, 인천 소재 학교 졸업,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인천 내 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 지역 외: 인천 연고 외 

 

3. 신청 접수 

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ifac.tribowl@gmail.com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4월 16일(금) 18시까지 

 

4. 문의 

  - www.tribowl.kr / 032)832-7996, 032)833-5993 / ifac.tribowl@gmail.com 

 

5. 관련링크: 클릭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2963&page=1


 
[지역문화진흥원] 

 

1. 소개 

-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기획형 청년예술가 공모(스테이지원) - 공간의 

과거-현재-미래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다 “거가, 거가?”-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 ‘문화

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지원에서 주관하는 「청

춘마이크 」 기획형 사업 <공간의 과거-현재-미래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다 “거가, 거

가?”> 프로젝트에 참가할 청년예술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

할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특히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2개 유형(권역형, 기획형)으로 사업이 구

분되어 진행되며, 이에 따라 유형별 청년예술가를 각각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주요 내

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 기획형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재)지역문화진흥원 

● 주관단체: ㈜스테이지원 

● 주제: 공간의 과거-현재-미래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다 “거가 거가?” 

● 사업내용 

   : 공간의 과거-현재-미래를 청년예술가들의 공연으로 재구성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공간 활용의 무한한 확장,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

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목적 

 ○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

는 날’공연 기회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가로의 성장 발판 제공 

   ○ 다양한 장르의 청년문화예술인 공연을 통한 문화공간활성화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 공모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23일(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23일(금) 18시까지 

 ※ 4월 23일(금) 18:00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16.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기획형 청년예술가 공모 – 스테이지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jmk@stageone.co.kr) 

● 지원규모: 15팀 선정 예정 

● 사업수행기간: 2021년 5월 ~ 11월 문화가 있는 날 

● 지원내용 

 ○ 팀당 연간 최대 5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지원 

 ○ 팀당 1회 70만원(최소)~210만원(최대) / 팀별 인원 수에 따라 차등 

● 사업장소: 전국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 공간 

 

 

3. 문의처: ㈜스테이지원 [청춘마이크] 담당자 

* TEL) 02-780-5056 / E-mail) jmk@stageone.co.kr 

(월-금 9:30-18:00/ 점심시간 12:30-13:30) 

 

4.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culture.go.kr/wday/notice/noticeView.do?miv_pageNo=1&seq=331&s_category=&searchKey=&searchText=


 
[지역문화진흥원] 

 

1. 소개 

-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

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춘마이크」기획형 사업 <청춘마이크 아트

&북 콘서트> 프로젝트에 참가할 청년예술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프로젝트를 함

께 완성할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예술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특히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2개 유형(권역형, 기획형)으로 사업이 구

분되어 진행되며, 이에 따라 유형별 청년예술가를 각각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주요 내

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 기획형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재)지역문화진흥원 

● 주관단체: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주제: 청춘마이크 아트&북 콘서트 

● 사업내용: 책과 함께 하는 문화 버스킹 

   ○ 도서관에서 책과 연계하여 큐레이팅 하는 테마형 공연 기획 및 운영 

● 사업목적 

 ○ 학력·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가 있

는 날’공연 기회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예술가로의 성장 발판 제공 

   ○ 다양한 장르의 청년문화예술인 공연을 통한 문화공간활성화로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 공모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23일(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2021년 4월 5일(월) ~ 4월 23일(금) 18시까지 

 ※ 4월 23일(금) 18:00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nfo@jarasumjazz.com) 

● 지원신청자격: 전국에서 활동이 가능한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 

○ 만 19세~만 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예술가 

  ※ 청년기본법 제3조 1항 청년 연령 준용 

※ 내국인에 한하며, 참여예술가 전원이 나이 등 자격 조건 부합 필수 

○ 버스킹 공연 운영이 가능한 1인~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대표자 명의로 신청, 팀 

대표 필수 선정)을 신청 대상으로 하되, 5인 이상도 신청 가능 

※ 팀 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지원금은 5인에 한하여 지급(단, 공간의 규모, 시스템 

운영 등의 제약이 큰 경우, 선정이 불가함) 

※ 지원 신청 시 권역형, 기획형 중복 지원 신청 가능. 단, 중복 선정 불가 

※ 지원 신청 시 기획형 내 타 프로젝트 중복 지원 신청 가능. 단, 중복 선정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2021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동

일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우대사항 

17.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기획형 청년예술가 공모 –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활동영역확장 의지가 있는 청년예술가,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청년예술가 우대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우대 (가점부여) 

● 지원규모: 15팀 선정 예정 

● 사업수행기간: 2021년 5월 ~ 11월 문화가 있는 날 

● 지원내용 

 ○ 팀당 연간 최대 5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비 지원 

 ○ 팀당 1회 70만원(최소)~210만원(최대) / 팀별 인원 수에 따라 차등 

● 사업장소: 각 지역의 공연 연계프로그램이 가능한 특색있는 도서관 

 
 

3. 문의처: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청춘마이크] 담당자 

* TEL) 070-8671-8105 / E-mail) info@jarasumjazz.com 

 

4.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culture.go.kr/wday/notice/noticeView.do?miv_pageNo=1&s_category=&searchKey=&searchText=&seq=332


 
[노들섬] 

 

1. 사업 개요 

- 우수한 컨텐츠로 다년간 활동하고 있으나 흥행 또는 사업성(수익) 보장이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관료를 투자하는 공동주최 사업 

- 제작비 비율에 따른 사후 매출 분배를 통해 공연 제작 초기 부담을 감소시킴. 

단, 노들섬의 분배금은 산출대관료를 넘지 않음. 

 

2. 사업 내용 및 조건 

- 노들섬 대관 공간에 한하여 적용 

- 다른 대관료 할인 조건과 중복할인 불가 

-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연 2건으로 제한 

- 유료 공연에 한함 

- 노들섬 분배금은 대관 점유일수의 대관료를 상한으로 함 

- 티켓 매출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 (수익 분배가 아닌 매출 분배) 

- [제작 예산 확정 > 분배 비율 설정 > 정산 (정산서 제출) > 매출 분배] 

 전속 아티스트 출연료는 제작비용 포함되지 않음 

 

3. 선정대상 

- 대중음악 전 장르의 아티스트 공연 (유료 온라인 공연 포함) 

 공연기획사가 주최하는 단독 혹은 조인트 형태의 공연 및 기업행사, 예능방송 및 

광고 등 상업용 촬영이 포함된 행사는 지원 불가 

 

4. 신청 자격 (필수) 

- 데뷔 (음원 발매 기준) 5년 이상 된 뮤지션 (해외 아티스트 포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업체로, 출연 

아티스트에게 공연 진행에 따른 제작, 운영 및 무대기술 지원이 가능한 기획사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획사 또는 뮤지션의 프로그램에 한함  

 

5.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대관 신청 페이지에서 대관 신청과 함께 노들커넥트 신청서 접수 (상시접수) 

 

6.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서면 평가, 세부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 

 

7. 문의 : 070-7729-6568~9 

 

8. 관련 링크 : 클릭 

 

1. 노들섬 대관공간 공연 공동주최사업 ‘노들커넥트’ 상시 모집 

http://nodeul.org/%eb%aa%a8%ec%a7%91-%eb%85%b8%eb%93%a4%ec%84%ac-%eb%9d%bc%ec%9d%b4%eb%b8%8c%ed%95%98%ec%9a%b0%ec%8a%a4-%eb%85%b8%eb%93%a4%ec%bb%a4%eb%84%a5%ed%8a%b8-%ec%83%81%ec%8b%9c-%eb%aa%a8%ec%a7%91/


 
[노들섬] 

 

1. 사업 목적 

- 가능성 있는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의 대관료 할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함. 

 

2. 지원 대상 

- 대중음악 전 장르의 공연 (평일 온라인 공연 포함) 

 공연기획사가 주최하는 단독 혹은 조인트 형태의 공연으로 기업행사, 예능방송, 녹화 및 

   광고 등 상업용 촬영이 포함된 행사는 지원 불가함 

 

3. 지원 조건 

- 대면공연의 경우 예매 티켓의 50% 이상, 현장 구매 100% 노들섬 홈페이지 티켓 

시스템을 통해 판매 

- 노들섬 홈페이지 회원 대상 한정, 티켓가 할인 (티켓정가의 5%할인 적용) 

- 노들섬 홈페이지 단독 티켓 오픈의 경우 예상 판매량 및 제작비용에 따라 티켓가 협의 

- 온오프라인 홍보물 내 노들메이트 CI 삽입, 표기 

 

4. 신청 자격 (필수) 

- 국내 활동 중인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한 업체로 출연 

아티스트에게 공연 진행에 따른 제작, 운영 및 무대기술 지원이 가능한 기획사 

- 최근 3년 간 500석 이상 공연장에서 2회 이상 단독공연 실적이 없는 뮤지션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획사의 프로그램에 한함 

- 기존 메이트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평일에 이루어지는 비대면 공연 

- 공연 일이 평일일 경우 (화~금) 신청 가능 / 월요일 휴관 

 

5.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대관 신청 페이지에서 대관 신청과 함께 노들메이트 신청서 접수 

- 상시 접수 (공연 예정일은 대관 가능일에 한함) 

 

6.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서면 평가, 세부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 

 

7. 문의 : 070-7729-6568~9 

 

8. 관련 링크 : 클릭 

 

2.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공연 대관지원사업 ‘노들메이트’ 상시 모집 

http://nodeul.org/%eb%85%b8%eb%93%a4%ec%84%ac-%eb%9d%bc%ec%9d%b4%eb%b8%8c%ed%95%98%ec%9a%b0%ec%8a%a4-%eb%85%b8%eb%93%a4%eb%a9%94%ec%9d%b4%ed%8a%b8-%eb%aa%a8%ec%a7%91-2/


 
[중소벤처기업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대상 

-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 시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세부사항은 링크 참고 

 

3. 신청 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클릭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5.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6.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7. 문의 : 1255-3500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8. 관련링크 : 클릭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23757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

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1)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4인도 참여 가능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2)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2. 지원 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3. 지원 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 당 최대 30명. 

 

4. 지원 절차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5. 신청방법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6. 문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7. 관련링크 : 클릭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

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페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 (1차)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1)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2)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

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2. 지급 방식 

 1)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시: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2) 공동대표 운영 시: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

임자 필요) 

 • 공고일 전 공동 대표로 승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 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가 

중복으로 신청불가 (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3.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 신청기간: 2021년 3월 29일(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 29일(월) ~ 30일(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3월 31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2) 확인지급 

○ 신청기간: 20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3) 이의신청: 2021년 5월 하순 경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 (개별증빙 불인정) 

 

4.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시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5. 관련 링크: 클릭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none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목적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인공지능 연계 문화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 

[인공지능 연계 문화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 

• 분야: 방송/영상,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공연, 스토리, 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접목된 인공지능(AI) 기술기반 서비스/솔루션, 

파일럿 콘텐츠 등 

• 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의 기획, 제작의 효율화,  

새로운 유통/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생태계의 현안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 실수요 연계 프로젝트 구성 

 

2.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 

   *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인공지능(AI) 연계 콘텐츠 분야 창작자를 양성할 플랫폼기관 선정 관련이며, 

교육생 모집 및 선발은 플랫폼기관 선정 이후 별도로 진행 예정 

 

3. 지원내용 

○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운영이 가능한 문화콘텐츠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기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교 및 부설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

의 법인 

 
 

6. 2021년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양성사업 플랫폼기관 모집 공고 



4. 지원규모: 총 7개 내외 플랫폼기관(컨소시엄) (플랫폼기관 당 480백만원 이내 지원) 

○ 대학주도형: 4개 내외 

○ 기업주도형: 3개 내외 

* 지원규모 대비 접수 및 적격과제 미달일 경우, 분야별 지원규모 조정 가능 

 

5. 지원분야: 문화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연계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 문화콘텐츠 산업계 실수요와 연계된 선도형 프로젝트 구성 필수 

 

6. 교육구성(예시): 융복합 커리큘럼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 인공지능(AI) 기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 융복합 커리큘럼, 전문가 멘토링, 특강, 워

크숍 등 기관 성격 및 프로젝트 특성에 맞추어 구성 

 
 

7. 지원내용 

○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사업비 편성 시 지원 안내서의 ‘IV.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8.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1년 3월 26일(금) ~ 4월 16일(금) 14시까지 

○ 접수기간: 2021년 4월 2일(금) ~ 4월 16일(금) 14시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 불가 

 

9. 문의 

○ 사업문의: 인재양성팀 김지현 주임 (☎02-6310-0662, jeekim0713@kocca.kr) 

인재양성팀 유윤경 사원 (☎02-6310-0669, ryun@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10.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21J222005&menuNo=200828&recptSt=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내드립

니다. 2021년 상반기 전세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이번 신청대상은 2021년 5월 13일 ~ 6월 25일 입주 예정자입니다. 

 

1. 신청 및 본서류 접수기간: 2021년 4월 15일(목) ~ 6월 4일(금) 

 

2.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가금 홈페이지(www.artloan.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지사항 확인 후 대출 종류별 준비서류, 자격조건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2021년 4월 15일(목) 10시부터 6월 4일(금) 16시까지 

        - KEB하나은행 혜화지점 10시 ~ 16시 *주말제외(영업일 기준) 

 

▶ 온라인 접수: 2021년 4월 15일(목) 9시부터 6월 4일(금) 18시까지 

        - 신청홈페이지 로그인 후 접수 가능 

 

3. 본 서류 접수 

- 신청 접수하신 분은 본서류(2차서류) 구비완료 시 KEB하나은행 혜화지점 방문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심의 최종 승인기준) 

         * 이사일자는 본서류(2차서류) 제출시점과 최소 2주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원활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4. 대출가능 입주기간: 2021년 5월 13일(목) ~ 6월 25일(금) 

 

5. 문의: 융자전담콜센터 02)3668-0238~9 

 

6. 관련링크: 클릭 

7. 2021년 상반기 전세자금대출 시행 안내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6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개인) 

○ 사업목적: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사업내용: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자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지원기간: 선정 확정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년 11월 종료 예정) 

○ 시행주체: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을 제외한 대중

음악 공연에 한함)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2021년 대중음악공연예술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에게 6개월 간 인건비 지급 

- 지원형태: 지원기간 동안 협회에 채용되어 급여의 형태로 매월 지원금(인건비) 지급 

- 지원규모: 1인 기준 월 1,800,000원 X 6개월 

※ 세전, 4대 보험료 포함(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 지원조건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중 1개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후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매주 3일 이상 총 30시간 활동해야 함 

   (활동에 대한 근태관리 예정) 

- 지원금(인건비) 지원 완료 후 결과보고(활동결과물)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 (아래 1~4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나이제한 없음) 

2. 취업상황 

 - 선정 확정일(2021년 5월 예정) 기준 재직 중이 아니며 4대 보험 가입에 이상이  

없는 자 

※ 아래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간주하지 않으며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8.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개인) 



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전속계약 중인 자 

3. 활동이력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 시 택 1)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 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② 2018년 1월 ~ 2021년 3월 간 3편 이상의 대중음악 공연 혹은 3장 이상의  

음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공연 1편 기준: 개별 독립 공연(동일 명칭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

가 있을 시 다른 공연으로 인정) 

※ 음반 1장 기준: 최소 1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디지털음반 포함) 

4. 소득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 시 택 1) 

①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2020년 연소득이 2019년 대비 25%  

내외 또는 그 이상 감소한 자 

② 가구원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 수로 계산 

*  2021년 3월 납부한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부담금의 합산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원자격 충족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 

(백원 단위 반올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9,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 

 

※ 지원 제외대상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

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3)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가점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가점 5점)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활동자 가점  

부여(가점 3점) 

 

3. 지원금 지급 

○ 협회와의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간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 급여를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에 따른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4. 공고 및 접수기간, 방법 

○ 공고기간: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5월 3일(월) 

○ 접수기간: 2021년 4월 15일(목) 09시 ~ 2021년 5월 3일(월) 14시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 완료 

○ 접수방법 

① 공고 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확인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③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됨 

④ 접수페이지 내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⑤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접수완료 

 

5. 사업추진절차 

       
 

6. 문의처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02-786-7637       E-mail 114@kepa.net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070-7784-4326     E-mail korealiak@liak.or.kr 

 

7.  관련링크: 클릭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095.do?menuNo=200827&noticevent=Y


 
[한국콘텐츠진흥원] 

 

 

1. 사업개요 

○ 사업명: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자) 

○ 사업목적: 대중음악 공연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사업내용: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개인 지원 포함) 총 2,000명 규모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2021년 11월 종료 예정) 

○ 시행주체: (지원대상 접수 및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지원 및 사업관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용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 인정 범위 

 - 대중음악 공연 개최 및 참여(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연극을 제외한 대중

음악 공연에 한함) 

 - 공연 개최를 위한 기획/제작/지원(공연기획, 영상/음반/음원 등 연관 콘텐츠 제작, 

행정, 사전준비 워크샵/리서치 등 포함) 

 - 공연 관련 하드웨어 운영(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2021년 대중음악공연예술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신규채용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급 

- 지원형태: 협회와 협약 체결 후 신규 채용 인력의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사업자 1인당 신규 채용 인력 최대 5인 지원, 1인 기준 월 1,800,000원 X 6개월 

※ 세전,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보험료 포함(채용 인력의 실 수령액 월 147만원 내외) 

 

○ 신규 인력 채용 시 주의사항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신규 인력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며, 최소 주 30시간 근무해야 함 

- 신규 채용 인력의 근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음 

 ①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와 정규/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공고/신청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를 유지하는 자 

 ④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지원조건 

- ① ~ ⑦의 지원가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9.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대중음악 공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대중음악 기획/제작업(매니지먼트 포함),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업, 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공연 하드웨어(조명, 음향, 무대 및 특수효과 등) 등 

②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③ 대중음악 공연 관련 실적이 있는 사업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⑤ 신청일 이후 또는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⑥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또는  

보조급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 지원 제외대상 

           

 

 

○ 가점사항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일 경우 지역 소 

재 기업 가점 부여 (가점 3점) 

 

3. 공고 및 접수기간, 방법 

○ 공고기간: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4월 29일(목) 

○ 접수기간: 2021년 4월 15일(목) 09시 ~ 2021년 4월 29일(목) 14시 

※ 접수기간 종료 후엔 추가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기간 엄수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일 하루 전 접수 완료 

○ 접수방법 

① 공고 내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확인 

②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③ 접수기간 중 공고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 온라인 접수 시작 

 * [접수] 버튼은 접수기간 시작 시 생성됨 

④ 접수페이지 내 지원자격 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신청자  

기본 정보 작성 

⑤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접수완료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0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중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21년 문체부, 고용부 등 정부의 일자리(일경험 포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21년 추경으로 추진되는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과도 중복 참여 불가 

  ** 단, 동 사업에 참여해 채용됐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

은 경우는 참여로 보지 않음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

업주 

6)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부터 인력 채용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을 통해 인위

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 및 단체 



 

4. 사업추진절차 

       
 

5.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061-900-6459     E-mail music@kocca.kr 

 

6.  관련링크: 클릭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096.do?menuNo=200827&noticevent=Y


 
[한국콘텐츠진흥원] 

 

 

1. 교육개요 

○ 교육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 본 교육은 인력 양성이나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이 아니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

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에 해당함 (직업윤리 기본 소양 중심으로 교육 구성)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 교육시간 / 교육방법: 40시간 / 온라인교육 (2021. 04.30~2021.05.31.) 

○ 모집인원: 300명 

○ 수강료: 100,000원, 교재비 포함 

○ 수료기준: 온라인 교육 이수율 100% 및 온라인 시험 70점 이상 

※ 온라인 시험은 총 3회 응시할 수 있고, 3회 이상 과락 시 재수강 후 다시 응시 가능합니다. 

 

2. 신청일정: 2021년 4월 16일(금) 9시부터 4월 22(목) 18시까지 (7일) 

○ 모집은 선착순이며,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됩니다. 빠른 신청을 권고 드립니다. 

○ 수강료 결제기간: 2021년 4월 26일(월) 9시부터 4월 27일(화) 18시까지 (2일) 

○ 수강료 결제 방법은 신청완료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수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수강 가능합니다. 

※ 301번째 신청자부터 대기번호 발급되며 앞 번호 신청자 중 신청취소 발생 시 순차 연락 예정 

 

3. 유의사항 

○ 교육 수강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미리 회원가

입 바랍니다. 

○ 교육 신청 시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JPG, PNG 파일/10MB 이하)이 필요합니다. 미

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교육 이수확인서는 마이페이지 ‘교육이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이수한 날 다

음 주 수요일부터 출력 가능) 

○ 교육 신청 시 입력하는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및 증명사진은 

이수확인서 발급에 활용되며, 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교재는 교육 시작 전 회원 정보에 저장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회원정보에 정

확한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바랍니다. 

○ 2021년 8월(2021-2차), 11월(2021-3차)에 추가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 2021-1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5. 교육 대리 수강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전화) 상담센터 1588-2594 / 교육운영국 02-724-1151 

○ (이메일) yesul@kocca.kr 

 

7. 관련 링크: 클릭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134.do?menuNo=200827&noticevent=Y


 
[서울특별시] 

 

 

1. 개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플러

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금액: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 

    
 

○ 신청기간: 2021년 4월 7일(수) 20:00 ~ 7월 30일(금) 18:00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7일(수) 20:00 ~ 7월 30일(금) 18:00 

○ 신청장소: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http://서울활력자금.kr) 

○ 현장방문신청: 2021년 6월 1일(화) 10:00 ~ 7월 30일(금) 18:00 (향후안내예정) 

○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3. 문의처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 마포구 문의처: 지역경제과(☎02-3153-8575) 

 

4. 관련 링크: 클릭 

 

 

 

 

 

11.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 안내 

https://서울활력자금.kr/html/intro.html


 
[서울특별시]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 인프라의 한 축인 인디음악 축제 지원을 통해 인디음악 생태계 보존

과 글로벌 음악 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2021년 서울 인디음악축제」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디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 10개 내외 

○ 지원금액: 인디음악축제 및 공연을 기획, 운영하는 관련 단체, 법인 등 

          - 관계 기관/단체 등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인디음악축제 경비 및 컨설팅 

○ 지원기간: 2021년 5월(서울시-민간사업자 간 약정체결 시) ~ 12월(정산 완료 시) 

○ 사업예산: 200백만원 

○ 선정방법: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공모분야: 복합형 인디음악축제 / 공연형 인디음악축제 (중복신청 불가) 

공모분야 선정 지원금액 지원 대상 

복합형 

인디음악 

축제 

1개 
100백만원 

내외 

- 인디음악을 소재로 국내외 관람객, 산업관계자를 대상으

로 진행되는 축제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방식 가능) 

- 최근 5년 간, 5회 이상 개최이력 혹은 유사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 국내외 인디음악 뮤지션 기획공연 운영 (예시) 

▶ 뮤지션, 관객, 음반산업 관계자 참석 쇼케이스 

▶ 뮤지션별 라이브 공연, 온라인 송출 및 관객 리뷰 

프로그램 

- 부대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 네트워킹 등 인디음악 정

보교류 프로그램 

▶ 인디음악 종사자, 공연장 등 음악 산업 생태계 회

복을 위한 켐페인 

▶ 온라인 콘텐츠/다큐멘터리 제작, 아카이빙 등 기타 

축제 관련 활동 

공연형 

인디음악 

축제 

10개 

내외 

건별 

10~30백

만원 내외 

- 인디음악을 소재로 국내외 관람객, 산업관계자를 대상으

로 진행되는 축제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방식 가능) 

- 최소 2개 이상 서울 소재 음악 공연이 가능한 실내외 공

간에서 4팀이상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축제 

▶ (장소) 전문장비를 갖춘 소규모 공연장 활용 시 우

대 

▶ (뮤지션) 음원사이트 혹은 실물 음반 등을 통해 발

매이력이 있어야 함 

- 소규모, 분산, 녹화영상 송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운

영 

- 릴레이 방식의 공연장 중심 라이브 음악 공연, 기타 참신

한 인디음악 공연장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2. 2021년 인디음악축제 지원사업 공모 



○ 지원 불가한 사업 및 단체 
 

〈 지 원 제 외 대 상 〉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축제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기획·대행사 등) 

▪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신청한 축제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경연대회 등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조금 사용범위 

○ 각종 축제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 가능 

▶ 참여 뮤지션 출연료, 콘텐츠 제작, 대관료 등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지급의무 발생 경비 인정 

▶ 공연, 컨퍼런스 발표, 장소 대관, 장비임차•설치 등 사전 서면계약에 의해 지급의 

무 발생된 경비(출연료,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 / 위약금 / 설치비, 철거비 등) 

○ 자부담 편성 의무 면제(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1년 한시적 적용) 

○ 비대면 활동이라도 사고예방, 안전관리(코로나19 방역 예산 포함)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 

▶ 보험료, 안전관리 인력운영, 구금의약품 구비, 비대면 콘텐츠 제작현장 방역비용 등 

○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정산 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필수) 

▶ 회계법인은 따로 지정되지 않으나,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출 필요 
 

〈 보조금으로 집행불가 사항 〉 
 

  

▪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 축제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 내부거래(신청 단체 및 단체 회원이 소유한 공연장 대관료 계약 등) 

▪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이행보증보험료 

    * 보조금 집행지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 (’21년 4월 중) 

 

3.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분할 교부(선금 90%, 정산 후 잔금 10%) 

-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및 약정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후 교부 신청 시 

- 소액지원사업(30백만원 이하)은 교부 신청 시 100% 일시 교부 

○ 서울시와 선정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별도 보조금 관리 계좌 운영(보조사업자) 

-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정산 및 집행 잔액, 이자 반납 

○ 중간평가(수행점검 등) 및 최종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 선정 • 심사 시 반영하며,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함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 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정산

보고서 • 지출결의서 • 증빙서류 등) 등 최종평가 자료 제출 



4. 선정방법 및 심사일정 •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문화예술과): 신청 자격여부, 사업 수행 실적 평가, 제출서류 구비 

- 2차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 사업계획의 적정성, 코로나19 대응계획 등 내용평가 

        

 

 

 

 

 

○ 심사일정 

- 일시: 2021년 5월 4일(화) 14:00 ~ 17:00 

- 장소: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일정,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심사기준(안)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서울시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사항목(배점) 세부내용 

총 계(100) 총점 100점 만점,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판정 

사업수행 

역량 (30) 

·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유사사업 수행 경험 여부 

· 제안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 

- 전문성과 안정적인 조직, 인력 등 

- 공연장·스튜디오 등 장소 적합성 등 

- 주요 출연진(뮤지션 등) 적합성, 주요 활동내역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인디음악 생태계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 여부 

· 축제의 비전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과 추진방법(비대면 및 대면방식)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 규모․내용 대비 예산규모,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 적정성 

· 축제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 안전관리계획(코로나19 방역 계획 포함)의 충실성 

사업파급 

효과 (30)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연계성, 지역자원 활용도 

· 뮤지션 및 음악산업관계자 참여 등으로 인디산업 발전에 기여도 

· 축제의 향후발전 유망성 

·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등 공공성 

○ 결과발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5.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2021년 4월 13일(화) ~ 4월 28일(수) 

○ 접수기간: 2021년 4월 13일(화) ~ 4월 28일(수) 17:00 

○ 접수방법: 인터넷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6. 문의처 

○ 전화문의: 서울시 문화예술과 ☎ 02-2133-2573 

 

7. 관련링크: 클릭 

복합형 

인디음악축제 

: 단체별 제안사업 발표 / 

 * 제안설명 6분, 질의응답 4분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책임자는 제안단체의 상근직원 이어야 함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공연형 

인디음악축제 
: 단체별 제안서 서면 심사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8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