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고 ∙ 공모 리스트 리스트 
 

2021. 11. 01. 

L.I.A.K. /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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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세부사항은 공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형광펜’ 표시는 이번 주 업데이트 사업입니다. 

A. 대관 관련 

01.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 대관 오픈 안내 (상시 오픈) 

02. [노들섬] 특화공간 잔디마당 2021년 수시 대관 공고 (수시 대관) 

03. [관악문화재단] 2021년 관악문화재단 관악아트홀 수시 대관 안내 (수시 대관) 

04. [노들섬] 노들섬 특화공간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2021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21. 11. 30.) 

05. [오산문화재단] 2021년 하반기 수시 대관 공고 (상시 모집) 

06. [광진문화재단] 2021년 나루아트센터 하반기 수시 대관 공고 (상시 모집) 

07. [KT&G 상상마당 부산]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대관 공고 (상시 모집) 

08. [인천문화재단] 2021년 트라이보올 하반기 수시 대관 신청 접수 공고 (~21.11.30.) 

09. [양천문화재단] 2021년 양천문화회관 하반기 대관 공고 (~대관 마감 시) 

10. [부평구문화재단] 2021년도 하반기 부평아트센터 수시 대관 공고 (상시 접수) 

11. [CJ문화재단] 2021 CJ아지트 광흥창 공간 지원 신청 안내 / 2021년 8월~12월 (상시 접수) 

12. [서초문화재단] 2021년 (재)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하반기 수시 대관 공고 (상시 접수) 

13. [의정부문화재단] 2021년 의정부문화재단 하반기 수시 대관 신청 공고 (2021.07.07~21.11.12.) 

14. [성북문화재단] 2021년 하반기 꿈빛극장 수시 대관 안내 (21. 07. 26~별도 고지 전까지) 

15. [KT&G 상상마당 대치]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2021년 수시 대관 안내 (마감 시까지) 

16. [성동문화재단] 2022년 상반기 성수아트홀 정기대관 공고 (21.09.27~21.11.05.)  

17. [서울시 성동문화재단] 2022년 상반기 성수아트홀 정기대관 공고 (21.09.27~21.11.05.)  

18. [경기아트센터] 2022년도 (재)경기아트센터 시설물 정기대관 신청 공고 (21.09.28~21.11.12.)  

19. [군포문화재단] 2021년도 4분기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수시대관 공고 (21.09.30~21.12.31.)  

20. [고양문화재단] 2022년도 상반기 어울림극장 1차(1~3월) 수시대관 공고 (21.10.19~21.11.07.)  

21.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22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장 정기 대관 공고 (21.10.15~21.11.23.) 

22. [오산문화재단] 2022년도 오산문화예술회관 2022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21.10.25~21.11.05.)  

23. [문화역서울 284] 2022년 문화역서울 284 정기대관 공고 안내 (~21.11.15.) 

24. [안성맞춤아트홀] 안성맞춤아트홀 2022년 상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공고 안내 (21.11.12~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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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c.or.kr/html/notify/notify1_view.html?pk=1610347839836-ccccb6d1-8117-480e-89bd-4f7ddbcc8d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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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https://www.osan.go.kr/arts/bbs/view.do?mId=0601010000&bIdx=242803&ptIdx=248
http://www.naruart.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7
https://www.sangsangmadang.com/customer/notice/detail/3687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3042&page=1
https://yfac.kr/main/contents.do?proc_type=view&a_num=48342159&b_num=1120&prepage=%2Fmain%2Fcontents.do%3Fa_num%3D48342159
https://www.bpcf.or.kr/community/notice.asp?bbs_code=Fboard_1&seq=5009&gotopage=1&keyfield=&keyword=&dept_idx=&head_idx=&page=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3z0wwU03lF8xXOqLTaawqBdDHg4_YMA?usp=sharing
http://www.seochocf.or.kr/site/main/archive/post/2021%EB%85%84-%EC%9E%AC-%EC%84%9C%EC%B4%88%EB%AC%B8%ED%99%94%EC%9E%AC%EB%8B%A8-%EB%B0%98%ED%8F%AC%EC%8B%AC%EC%82%B0%EC%95%84%ED%8A%B8%ED%99%80-%ED%95%98%EB%B0%98%EA%B8%B0-%EC%88%98%EC%8B%9C%EB%8C%80%EA%B4%80-%EA%B3%B5%EA%B3%A0?item=sticky&&sortOrder=PO_STICKY_ORDER&sortDirection=DESC&catId=7&metaCode1=GENERAL
https://www.uac.or.kr/newuac/community/community_01D.php?page=1&page_start=1&NUMBER=1066
https://www.sbculture.or.kr/culture/community/notice.jsp?mode=view&article_no=48009&board_wrapper=%2Fculture%2Fcommunity%2Fnotice.jsp&pager.offset=0&board_no=164
https://www.sbculture.or.kr/culture/community/notice.jsp?mode=view&article_no=48009&board_wrapper=%2Fculture%2Fcommunity%2Fnotice.jsp&pager.offset=0&board_no=164
https://www.sdfac.or.kr/kor/sdfac/board/noti_view.do?page=1&b_idx=2615&bbs_id=noti&article_category=&searchCnd=3&searchWrd=
https://www.sdfac.or.kr/kor/sdfac/board/noti_view.do?b_idx=2615&bbs_id=noti&article_category=&searchCnd=3&searchWrd=
http://www.ggac.or.kr/?p=42&page=1&viewMode=view&reqIdx=202109280957054906
https://www.gunpoculture.or.kr/index.jsp;jsessionid=0EF1D6E6961B9874D01D6EDB106A8EAF?pid=JP0401&mode=view&bbsId=0401&cur_page=1&searchOpt=&searchWord=&searchBbsCate=&bbsBid=1109918
https://www.artgy.or.kr/CU/CU0101M.aspx?mode=V&boardid=cs_notice&code=2425&depth=a
https://www.ansanart.com/lay1/bbs/S1T84C86/A/15/view.do?article_seq=11552&cpage=1&rows=10&condition=&keyword=
https://www.osan.go.kr/arts/bbs/view.do?mId=0601010000&bIdx=245635&ptIdx=248
https://www.seoul284.org/%ec%86%8c%ec%8b%9d/?uid=159&mod=document
https://www.anseong.go.kr/arthall/bbs/view.do?ptIdx=16&bIdx=150490&mId=0504010000


25. [하남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2022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 (21.10.19~21.11.08.)  

26.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2021년 예술청 공간 대관 신청 (21년 11월 한정)  

27. [안양문화예술재단] 2022년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시설 정기대관 공고 (21.10.28~21.11.21.) 

28. [군포문화재단] 2022년 상반기 군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정기대관 공고 (21.11.01~21.11.08.) 

29. [영등포문화재단] 2022년 상반기 영등포아트홀 정기대관 공고 (21.10.21~21.11.19.) 

30. [춘천문화재단] 2022년 춘천문화재단 문화시설 정기대관 모집 공고문 (21.11.15~21.11.28.) 

━━━━━━━━━━━━━━━━━━━━━━━━━━━━━━━━━━━━━━━━━━━━━━━━━━━━━━━━ 

B. 공고 ∙ 공모 – 아티스트 관련 

01. {KT&G 상상마당 부산} KT&G 상상마당 부산 버스커 모집 (~22.12.31.) 

02. [네이버문화재단] 온스테이지 아티스트 참여 신청 (상시 모집) 

03. [드림팩토리] 2021년 프리프롬올 시즌2 밴드 지원 프로젝트 공고 (상시 모집) 

04. [아프리카TV] 뮤지션 매칭 서비스 오픈 (상시 모집) 

05. [Carl Park Record] 케이블TV 프로그램 '인디한밤' 출연 뮤지션 모집 및 무료 음악 영상 제작 지원 

06. [오픈창동] 창작지원 프로젝트 '위메이크 뮤직 2021 (wmm21)' 개최 (21.10.20~) 

━━━━━━━━━━━━━━━━━━━━━━━━━━━━━━━━━━━━━━━━━━━━━━━━━━━━━━━━ 

C. 공고 ∙ 공모 – 아티스트 및 단체 관련 

01. [노들섬] 노들섬 대관 공간 공연 공동 주최 사업 '노들커넥트' 상시 모집 

02. [노들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공연 대관 지원 사업 '노들메이트' 상시 모집 

0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공고 

04.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 

05. [경기콘텐츠진흥원] 2021 콘텐츠 결합형 제품 제작 지원 콘텐츠 기업 모집 공고 (~21.11.30.) 

06. [경기콘텐츠진흥원] 2021 경기 콘텐츠 해외 진출 법률 상담 참가 기업 모집 공고 (~21.11.12.) 

07.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마을노무사 중소 사업주 컨설팅 

08.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안내 

09.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 보험료 지원 안내 

10. [서울산업진흥원] 2021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1.10.06~21.11.02.)  

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11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11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11월 특화보증(K콘텐츠혁신성장보증) 공고  

1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11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 

D. 기타 안내사항 

https://www.hnart.or.kr/artcenter/selectBbsNttView.do?key=219&bbsNo=1&nttNo=485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25272&type=
https://www.ayac.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395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9
https://www.gunpoart.net/index.jsp?pid=BP0107&mode=view&bbsId=BSUB0107&cur_page=1&searchOpt=&searchWord=&searchBbsCate=&bbsBid=1110055
https://www.ydpcf.or.kr/commu/notice_view.do?id=15
https://www.cccf.or.kr/Home/H50000/H50100/boardView?board_key=9905
https://www.sangsangmadang.com/artist/detail/84
https://blog.naver.com/onstage0808/222166676400
https://www.instagram.com/p/CJbUnqjDanH/
https://music.afreecatv.com/
https://www.mule.co.kr/bbs/info/contest?idx=56791801&page=1&map=list&mode=list&region=&start_price=&end_price=&qf=title&qs=&category=&ct1=&ct2=&ct3=&store=&options=&soldout=&sido=&gugun=&dong=&period=6&of=wdate&od=desc&v=v
https://opcd.co.kr/wmm2021
http://nodeul.org/livehouse-connect-2021/
http://nodeul.org/livehouse-mat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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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171&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menuId=MENU02369&linkId=10173
https://news.seoul.go.kr/economy/certified_labor?tr_code=short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artist.php
https://www.sba.seoul.kr/kr/sbcu01s1/5038044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60/1845774.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897&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60/1845775.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897&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60/1845776.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897&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60/1845777.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3897&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11.3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21.11.30.)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성평등센터 BORA] 2021년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무료 지원 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온라인 강의 안내 (수강신청: 공고일부터~21.11.30.) 

※ [인천문화재단] 2021년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연구 관련 설문조사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시행 안내 (21.09.13~21.11.05.) 

※ [관악문화재단] 관악구 예술인 인명사전 "관악구 예술인을 찾습니다" 등록 안내 (21.09.01~계속)  

※ [마포문화재단] 문화로드맵 2021 역량강화사업 <워킹:넷 예술로 일하자!>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 참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3차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전 안내 

(사업공고일: 21.11.03. / 신청기간: 21.11.09~21.11.1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11월 코로나19 특별융자 신청기간 안내 (21.11.01~21.11.1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11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21.11.01~21.11.10.) 

※ [한국음반산업협회] 2021년 8월 사용료 분배의 건 

※ [스페이스오디티] 케이팝 컨퍼런스 '2021 KPOP (((RADAR)))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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