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모 ∙ 공고 리스트 
 

2022년 6월 다섯째 주 

L.I.A.K. /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매주 전달 드리는 뉴스 클리핑 중, 지원사업 관련 자료만 묶어 별도 전달 드립니다. 

□ 공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추가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황색 형광펜’ 표시는 이번 주 업데이트한 사업입니다. 

A. 대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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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구로문화재단] 2022년도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03.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2022년도 하반기 부평아트센터 수시대관 공고 

04. [이화여대 삼성홀] 이화여대 삼성홀 2022년도 하반기 대관 공고 

05. [안성맞춤아트홀] 안성맞춤아트홀 2022년 하반기 공연장 수시대관 공고 (22.06.07~22.11.30.) 

06. [CJ문화재단] 2022년 CJ아지트 광흥창 공간 신청 안내 (신청기간: 22년 7월 ~ 22년 12월 中) 

07. [신한pLay스퀘어] 신한pLay스퀘어 라이브홀 2022년 하반기 대관 공고 

08. [노들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2022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09. [노들섬] 2022년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공연 대관지원사업 「노들메이트」 추가모집 공고 (22.06.13~22.07.03.) 

10. [은평문화재단] 2022년 은평문화재단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22.06.14~) 

11. [인천문화재단] 2022 트라이보울 하반기 수시대관 신청접수 공고 (22.06.21~22.11.30.) 

12.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 2023년 정기대관 신청 안내 (22.06.27~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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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고 ∙ 공모 – 아티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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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아프리카TV] 뮤지션 매칭 서비스 오픈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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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김포문화재단] 2022 김포버스킹 김포버스커(육성형) 모집공고 (짝수달 1일부터 12일까지) 

05. [KT&G 상상마당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버스킹 프로그램 「뮤직, 큐!」 (22.04.01~22.10.31.) 

06. [JTBC] <히든싱어 7> 모창 능력자 대모집 

07. [예술숲] 2022 제 4회 예술숲 국악실내악 작품 공모 (~ 22.06.30.) 

08. [음악공장B] MFB프로젝트(컴필레이션 음원 프로젝트) 모집 안내 (22.04.25~22.06.30.) 

09. [대한민국육군] 2022년 육군 안전문화 창작물 공모전 안내 (22.05.01~22.07.31.) 

10. [부천버스킹페스티벌] 2022 부천 버스킹 페스티벌 참가 공연팀 모집 (22.05.27~22.09.24.) 

https://www.sangsangmadang.com/customer/notice/detail/3687
https://www.guroartsvalley.or.kr/user/board/boardDefaultView.do?page=1&pageST=&pageSV=&itemCd1=&itemCd2=&menuCode=mn011801&boardId=12047&index=0
https://www.bpcf.or.kr/community/notice.asp?bbs_code=Fboard_1&seq=5129&gotopage=1&keyfield=&keyword=&dept_idx=&head_idx=&page=view
http://samsunghall.interpark.com/NoticeDetail.asp?no=45059
https://www.anseong.go.kr/arthall/bbs/view.do?ptIdx=16&bIdx=155750&mId=0504010000
https://www.cjazit.org/about/news/notice/1852?from=&p=0
http://www.fan-square.com/
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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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a4%eb%aa%a9%ec%a0%81%ed%99%80-%ec%88%b2-2022%eb%85%84-%ed%95%98%eb%b0%98%ea%b8%b0-%ec%88%98%ec%8b%9c%eb%8c%80/
https://nodeul.org/2022-%ed%95%98%eb%b0%98%ea%b8%b0-%eb%85%b8%eb%93%a4%eb%a9%94%ec%9d%b4%ed%8a%b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
https://www.efac.or.kr/sub06/sub01.php?type=view&uid=2835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oc4601&wr_id=3346&page=1
https://www.sangsangmadang.com/customer/notice/detail/5364
https://blog.naver.com/onstage0808/22216667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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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cf.or.kr/modules/board/bd_view.html?no=373&id=recruit&mc_code=1311&or=bd_order&al=asc&p=1
https://www.sangsangmadang.com/show/detail/2059
https://tv.jtbc.joins.com/ticket/pr10011447/pm10064566
https://blog.naver.com/artsforet_official/222697532063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YxNROwjvmxKsEBxPZeNYzvG85zu2Odzzj5JoTuK7hKb7qyw/viewform
http://www.army.mil.kr/webapp/user/indexSub.do?framePath=unknownboard&siteId=army&dum=dum&boardId=410&page=1&command=view&boardSeq=47651&categoryId=&categoryDepth=
https://m.cafe.daum.net/buskingbucheon/EI3f/168?svc=cafeapp&fbclid=IwAR0l9OjGa5B9I2xIr3_vm824ADKZbMvtV88FzyXAPN9FJFannO1rfeokoKk


11. [밀양문화재단] 2022년 밀양아리랑 공모전 개최 공고 (22.04.18~22.07.11.) 

12. [콜텍문화재단] 제13회 어쿠스틱 기타 경연대회 (~22.07.20.) 

13. [딩가딩가 스튜디오] 2022 충청북도 KBS 청주 딩가딩가 스튜디오 버스킹 거리공연 모집 

14.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버스킹 개사 공모전 시즌 lll (22.05.09~22.07.22.) 

15. [KB청년마루] 홍대 인근 KB청년마루 노랑계단 버스킹 공연 신청 

16. [헤이리예술마을] 2022 경기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버스킹 거리공연 모집 

17. [금정문화재단] 22년 상설공연 멋부림 「금정버스킹」 시즌2 공연 참여 예술인/단체 모집 (22.05.16~22.08.31.) 

1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2 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 공고 (상시접수) 

19. [알쥬] 2022 알쥬 CM송 영상 공모전 (22.05.23~22.07.17.) 

20. [위아트매거진] K-POP 콘테스트 MUSIC & DANCE (22.05.23~22.06.30.) 

21. [경기콘텐츠진흥원] 2022 인디스땅스 참가자 모집 안내 (22.05.24~22.06.30.) 

22. [세종시문화재단] 2022 금강청소년버스킹페스티벌 버스커 모집 공고 (22.05.19~22.07.18.) 

23. [써밋플레이] 리믹스 콘테스트 개최 (22.06.03~22.07.04.) 

24. [삼익문화재단] 2022 삼익 슈퍼밴드 콘테스트 ‘다시, 시작’ 개최 (22.06.01~22.06.30.) 

25. [유재하음악장학회] 제33회 CJ와 함께하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참가요강 (22.06.13~22.07.07.) 

26. [동작문화재단] 2022 액션! 아트챌린지 참여자 모집 안내 (22.05.16~22.07.29.) 

27. [평택록페스티벌&밴드경연대회조직위원회] 22년 제12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모집 공고 (22.06.11~22.08.02.) 

28. [MokpoMusicPlay] 2022 목포뮤직플레이 전국경연대회 RE:PLAY 대국민 공개 모집 (22.06.01~22.08.19.) 

29. [관악문화재단] 2022 관악 우수창작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희씨를 찾습니다 시즌2> 공고 (22.06.08~22.07.07.) 

30. [경기콘텐츠진흥원] 2022 인디스땅스 참가자 모집 안내 (22.05.24~22.06.30.) 

31. [MBC 강변가요제-뉴챌린지] 총 상금 1억원!! 새로운 주인공을 찾습니다!!! (22.05.30~22.06.30.) 

32. [밝은안과21병원] 밝은안과21병원 CM송 공모전 (22.06.15~22.07.14.) 

33. [인천국제해양포럼] 인천국제해양포럼 대국민 징글(음원) 공모전 「당신의 바다를 들려주세요」 (22.06.13~22.07.08.) 

34. [KT&G 상상univ.] 총 상금 3,000만원 대학생 뮤지션 오디션 2022 집현전 참가자 모집 (22.06.08~22.08.07.)  

35. [당진문화재단] 2022 당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참여 단체 공모 (22.06.20~22.07.05.)  

36. [충주중원문화재단] 2022 뮤지트 아카데미 2차 교육생 모집공고 (공고일~22.06.30.)  

37. [울산문화재단] 2022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지원사업 공모 (22.06.17~22.07.05.)  

38. [서울특별시] 2022 강남역 버스킹 공연 무대 이용 신청 (~22.12.31.)  

39. [서울특별시] 2022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구간) 버스킹 신청안내 (~22.12.31.)  

40.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 제20회 조치원복숭아축제 문화공연 참가자 모집 (공연일시: 22.07.29~22.07.31.) 

41.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2022 누리락 밴드 참여자 모집 (22.06.20~22.07.07.)  

42. [대구음악창작소] 제6회 <대구를 노래하다> 공모전 공고 (22.06.07~22.07.29.)  

https://www.mycf.or.kr/nmprogram/board/default.php?mod=o&ky=&wd=&idx=398&se=398&ct=&st=Y&op=&cr=&cb=1&page=1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GK7WR0UoJUerlPp1-TpFerzsrbfxC5ZGUEx8mi6UVzU7lg/viewform
https://www.youtube.com/channel/UCDdtq91zPKK6urACRvsX4Mg/community?lb=UgkxDkFvXy8GAlqo9Dah0lvGt_i1_4DEq4zI
http://www.gachieroom.or.kr/gachieroom/bbs/board.php?bo_table=bo_01&wr_id=30
https://kbmaru.com/reservation/busking/guide
https://www.heyri.net/busking
http://www.gjfac.org/gjfac/template.php?midx=65&page=1&mode=view&intnum=102582
https://gcaf.or.kr/bbs/board.php?bo_table=sub3_7&wr_id=1078
https://rightjuice.co.kr/event/?bmode=view&idx=11520367&back_url=&t=board&page=1
https://www.art-magazine.co.kr/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419&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https://www.sjcf.or.kr/bbsctt/view.do?bbscttSn=2205190002&key=2111060065&historyBackSw=Y
https://cafe.naver.com/ohsnsd/5465
https://samickhall.co.kr/post-notice/%ec%82%bc%ec%9d%b5%eb%ac%b8%ed%99%94%ec%9e%ac%eb%8b%a8-%ec%97%a0%ed%8c%9f%ed%99%80-2022-%ec%8a%88%ed%8d%bc%eb%b0%b4%eb%93%9c-%ec%bd%98%ed%85%8c%ec%8a%a4%ed%8a%b8-%eb%8b%a4%ec%8b%9c%ec%8b%9c/
http://yjh.or.kr/application
https://www.idfac.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_info&wr_id=82
http://www.ptlnews.kr/news/view.php?no=27343
http://mokpomusicplay.com/
https://www.gfac.or.kr/html/notify/notify1_view.html?pk=1654678964865-0af8e027-ca67-4361-a7f6-76a77c5e216c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419&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https://www.gcon.or.kr/busiNotice/view?pageNum=1&rowCnt=10&linkId=10419&menuId=MENU02369&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https://riversidesong.com/
http://happyeye.co.kr/diam/web/index.html?command=view&contentId=c9e1074f5b3f9fc8ea15d152add07294&wr_id=817&cate=&page_num=1&sType=&sValue=&sPhoto=
http://www.iiof.kr/2022/pg.php?s=27
https://www.sangsanguniv.com/univ/programJiphyeonjeon/gate
https://www.dangjinart.kr:444/designer/skin/bd/view.html?b_code=bizRecv&b_idx=9233&b_parent=9233&condition=&searchText=&start=0&page_no=1
http://cjcf.or.kr/new/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90&page=1
https://uacf.or.kr/BBS_056Article.mo?nttId=4705
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20415183633811615
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20415172230913876
http://www.peach.or.kr/bbs/board.php?bo_table=tl_notice&wr_id=12
https://www.nurirock.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111&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
https://nam.daegu.kr/musiclab/index.do?menu_id=00102901&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791&nttId=168893&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


43.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2022 영상 콘텐츠 홍보 지원 사업 공고 (22.06.21~22.07.01.) 

44. [당진문화재단] 2022 당진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참여 단체 공모 (22.06.20~22.07.05.)  

4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7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22.07.01~22.07.11.) 

4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7월 코로나19특별융자 신청기간 안내 (22.07.01~22.07.11.) 

4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법> 참여자 모집 (22.06.24~22.07.05.) 

48. [시너스디앤씨] 2022 IKONA CONTEST 참가 접수 (22.06.24~22.07.15.) 

49. [전라남도문화재단] 2022년 전남예술인 생활 창작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50. [서울마포음악창작소] 2022 음반 제작지원 사업 참여 안내 (22.06.25~22.07.10.) 

51. [CJ문화재단] 2022년 CJ음악장학생(음악대학원 부문) 공모 (22.07.01~22.07.07.) 

52. [한국수자원공사] 2022 한국수자원공사 워터라이브 공연 아티스트 모집 

5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제47회 정선아리랑제 A(Arirang)-POP 경연대회 / 노래부문 (22.06.13~22.07.15.) 

54. [ㅎㄷ카페] 365일 멈추지 않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된 365 뮤지션 모집 (22.06.2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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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고 ∙ 공모 – 아티스트 및 단체 관련 

0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공고 

02.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 

03.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마을노무사 중소 사업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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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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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수행기관 수시모집 공고 

07.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년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 참여기업(개인) 수시모집 공고  

08.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7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22.07.01~22.07.11.)  

09.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7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22.07.01~22.07.11.)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7월 특화보증(K콘텐츠혁신성장보증) 공고 (22.07.01~22.07.11.)  

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7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22.07.01~22.07.11.)  

1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중음악 홍보채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 입찰공고 (22.06.29~22.07.04.)  

13. [서울특별시] 2022년 서울시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공고 (22.06.15~22.07.05.) 

1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7월 콘텐츠가치평가(투자용) 공고 

15. [경기콘텐츠진흥원] 2022 융복합 콘텐츠 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기업 모집 (22.06.2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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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 안내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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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예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22년 2월 8일 ~ 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22.02.08~22.08.31.) 

※ [마포구청]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운영 및 신청 안내 (상시 운영) 

※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2022 연예인ㆍ연습생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22.04.01~10월 초까지 상시 접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홍대축제거리 장소 사용 신청 안내 

※ [세종시문화재단] 2022년 예술인DB 등록신청 안내 

※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 「2022 연수예술지원사업」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ZIP 참여자 모집 

※ [인천문화재단] 2022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 의료지원 신청예술인 모집 (22.06.10~예산 소진 시까지)  

※ [대전문화재단] 2022 예술인 의료비지원 사업 공고 (22.06.08~22.12.09.)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22.06.13~22.07.22.)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신청 안내 

※ [예술청] 2022년 예술청 심리상담 사전 공고 (22.07.01 ~ )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7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22.06.13~22.07.22.)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콘텐츠임팩트 특강 「미디어아트, 감성인식기술, 인공지능, 공연기술 분야」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시민참여혁신단 공개모집 (22.06.27~22.07.11.)  

※ [한국저작권보호원]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 [은평문화재단] 2022 은평구 문화예술자원 기초조사 「은평의 숨은 문화예술인을 찾습니다!」 (22.06.15~22.07.20.)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4분기 보상금 분배공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년 2분기 업무 보고 

※ [한국음반산업협회] 2022년 4월 사용료 분배의 건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2022년 6월 분배내역 안내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 음반 디음송, 공연 보상금 분배 안내 (2022년 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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