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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예술인·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

2. 모든예술 31 (경기예술 활동지원)
신청자격

지원규모

세부 

지원방향

◦ 경기도 주소 예술인·예술단체

◦ 다음 경기도 *9개 시·군에서 예술 활동을 실행할 예술인·예술단체

     *9개 시·군: 시흥, 안성, 의왕, 가평,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 예술 활동 실행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예술단체 우대

◦ 1천만원(평균)

◦ 기초예술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 등)의 모든 예술활동(전시·공연·행사 등) 지원

◦ 해당 도시의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및 문화거점(마을회관, 북카페 등)에서 

실행되는 모든 예술활동 지원

- 문학(다양한 형식의 출간, 발표행사 포함)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등)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 전통예술(연희, 무용, 음악, 공예, 서예 등)

※ 본 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권장 우대 합니다.

※ 예술인 지원 관련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예술인지원팀)에서 별도 진행하는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교육 관련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예술교육팀)에서 진행하는 별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문화 동호회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생활문화팀) 및 지역문화교육본부에서 진행하는 별도 공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방식 ◦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예술성,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프로젝트 실행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단체) 우대

1차 행정심사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확인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2차 서류심의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서류 심의

심의 후 3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3차 인터뷰심의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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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

하남

남양주

구리

의왕

군포

안양

광명 과천

부천

시흥

안산

화성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가평

9개 지역 예술활동

: 경기문화재단 직접공모

22개 지역 예술활동

: 각 기초문화재단 개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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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대표자)

3) 주요 예술활동 실적

◦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사용을 권장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자부담 편성 여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음)

◦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9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은 경기문화재단의 직접 공모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합니다.

    *9개 시·군 : 시흥, 안성, 의왕, 가평,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22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은 해당 시 문화재단의 자체 공모지원사업으로 별도 신

청해야 합니다.

    *22개 시·군 : 과천, 고양, 광명, 광주, 김포,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이천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양평, 하남, 화성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모든예술31_지원자(단체)명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번호 지역 해당 기관 홈페이지 문의처

1 과천시 과천문화재단 www.gcart.or.kr 02-2009-9733

2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www.artgy.or.kr 031-960-9683

3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www.gmcf.or.kr 02-2621-8852

4 광주시 광주시문화재단 www.nsart.or.kr 031-762-8638

5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www.gcf.or.kr 031-996-1603

6 구리시 구리문화재단 www.guriart.or.kr 031-580-7942

7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www.gunpocf.or.kr 031-390-3519

8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www.bcf.or.kr 032-320-6360

9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031-783-8122

10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www.swcf.or.kr 031-290-3534

11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031-481-0527

12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 www.ayac.or.kr 031-687-0517

13 양평군 양평문화재단 www.ypcf.or.kr 031-773-2614

14 여주시 여주세종문화재단 www.yjcf.or.kr 031-881-9687

15 오산시 오산문화재단 www.osan.go.kr/arts 031-379-9925

16 이천시 이천문화재단 www.artic.or.kr 070-4914-4311

17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www.yicf.or.kr 031-323-6344

18 의정부시 의정부문화재단 www.uac.or.kr 031-828-5832

19 평택시 평택문화재단 www.pccf.or.kr 031-8053-3531

20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www.pcfac.or.kr 031-535-3600

21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www.hnart.co.kr 031-790-7918

22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www.hcf.or.kr 031-290-4672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탈락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

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2021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 신청액과 결정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5)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각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일정(공모/접수/심의/발표) 지원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화재단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