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공모 ∙ 공고 리스트 
 

2022년 7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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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내 > 

 

안녕하세요, (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입니다. 

 

현재 뮤직비디오 심의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의 자체가 여의치 않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놓고도 음원사이트 등에 

뮤직비디오 없이 음원 단독으로 유통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 링크에 접속, 설문 내용을 살펴보신 후 해당하는 부분에 답변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중음악인 대상 뮤직비디오 심의 관련 설문 링크: https://url.kr/k98jam 

 

대중음악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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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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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 2023년 정기대관 신청 안내 (22.06.27~22.07.31.) 

12. [오산문화재단] 오산문회예술회관 2022년도 하반기 수시대관 공고 

13.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 2022년 제2차 수시대관 공고 (22.07.12~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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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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육군] 2022년 육군 안전문화 창작물 공모전 안내 (22.05.01~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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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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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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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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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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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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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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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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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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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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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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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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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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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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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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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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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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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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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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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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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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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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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서울특별시] 2022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구간) 버스킹 신청안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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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2041517223091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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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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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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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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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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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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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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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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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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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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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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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한국수자원공사] 2022 한국수자원공사 워터라이브 공연 아티스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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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ㅎㄷ카페] 365일 멈추지 않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된 365 뮤지션 모집 (22.06.24~22.07.11.) 

45. [충주중원문화재단] 2022 충주호수축제 버스킹 공연 참여자 모집 공고 (22.07.04~22.07.08.)  

46. [KT&G 상상마당 홍대] 2022 KT&G 상상마당 홍대 음악지원사업 <밴드 디스커버리> (22.07.01~22.07.29.) 

47. [KT&G 상상마당 홍대] 2022 KT&G 상상마당 홍대 음악지원사업 <나의 첫번째 콘서트> (22.07.01~22.07.29.) 

48.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2 대전음악창작소 음반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22.06.30~22.07.22.) 

49.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022 안성천 청춘 버스킹 전국 오디션 (22.07.01~22.07.31.) 

50. [대한민국 해군] 2022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 ━ 제2회 국민 군가 창작 공모전 (22.07.01~22.09.08.) 

51.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음악창작소 아무가사 챌린지 공모전 (22.07.11~22.07.20.) 

52.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제26회 부산바다축제 바다 플레이리스트 버스킹 공모 (22.07.30~22.08.07.) 

53.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2022 루미너스 뮤직 스테이지 8월 공연 아티스트 모집 (22.07.01~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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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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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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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2022년 서울시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사업 공고 (22.06.15~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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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경기콘텐츠진흥원] 2022 융복합 콘텐츠 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기업 모집 (22.06.24~22.07.11.)  

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CKL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수시 모집 (22.07.05~22.07.12.)  

16.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원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및 운영방안 기초연구 입찰공고 (22.07.07~22.07.11.) 

17.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K-엑스포 in 베트남> 참가기업 모집 공고 (22.07.01~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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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 안내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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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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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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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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