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020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 지원 대상 지정형 공공시설 목록

2020. 3. 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 지역·시설명 가나다 순

지역 # 공공시설명 주소 전시 공간 (면적) 면적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강원

1
삼척시문화예술센터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 엑스포로 54 박물관 1층 복도 50m2 033-570-4483 　

2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철원군 서면 약수로 3 1층 로비 및 2층 전시공간 50m2 033-450-5519 　

3 철원문화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42 1층 188.4m2 010-2515-2413 　

4 홍천군청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1~3층 조각 및 평면 전시 가능
문의 시 
도면 제공

033-430-2436 (전시 가능 기간) 9.1. ~ 11. 6.

경기

5 고양시청갤러리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갤러리 공간 
① 지하 1층  ② 1층   ③ 4층

①,② 20여 작품
③ 3~40여 작품

031-8075-3384 (공간 설명) 복도형 전시공간

6 의왕시청 의왕시 시청로 96
의왕시청 제1별관 4층 
복합커뮤니티 

126m2 031-345-2532 (전시 가능 기간) 6. 1. ~ 7. 18.

7 파주시민회관 파주시 시민회관길 33 전시실 111.7m2 031-950-1853 　

8 화성시 다원이음터센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54-14 1층, 3~4층 로비 및 복도 총 430m2 070-8823-9995 　

9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화성시 노작로 134 2층 종합자료실 계단 공간 - 031-8015-8203

10 화성시 미디어센터 화성시 노작로 158 1층 로비, 갤러리, 커넥토리 198.3m2 031-8015-2737 　

11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內 

화성 문화사랑방 73.6m2 031-8059-1457 　



경북

12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영천시 천문로 622-13 와인터널 526.6m2 054-339-7397

 

13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 영천시 운동장로 94
① 종합스포츠센터 2층 로비
②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

① 496m2

② 331m2 054-339-7481 　

대구 14 대구광역시 북구청 대구시 북구 옥산로 65 구청 중앙로비 내 좌측 벽면 
(세로) 2.7m x 
(가로) 8.5m 

053-665-2177 (전시 가능 기간) 8. 3. ~ 8. 31.

대전 15
유성구 평생학습원

(원신흥도서관)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9 2층 갤러리 90.7m2 042-601-6971 (전시 가능 기간) 5월 ~ 9월 

* 단, 5~6월 일정은 사전협의 필요

부산

16 수영구 구락생활문화센터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4층 복도갤러리 38m2 051-610-8947 　

17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2층 바다갤러리 160.9m2 051-610-6071 (전시 가능 기간) 8월 

18 연제구 청사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 청사 1층 로비 조정 가능 051-665-4065
(전시 가능 기간) 7월 ~ 8월 
 * 기간 조정 가능

19 1797 팽나무하우스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56번길 31

2층 작은도서관 40.3m2 051-550-4854
주민 대상 자유 개방 공간으로 
주민 정서에 맞는 작품 선호 / 
전시작 보호 장치, 천장 레일 필요

서울

20 강남구 일원2동 주민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07 2층 복도 50m2 02-3423-8457 　

21 강남구청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① 1층 로비  ② 2~4층 복도

① 40m2

② 총 길이 288m
02-3423-5162

22 금천구 참새작은도서관 서울시 금천구 한내로 69-15
참새작은도서관 입구 
오픈 갤러리 공간 

262.3m2 02-2627-2851 (전시 가능 기간) 5월

23 도봉문화재단 평화문화진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32
평화동(5동) 
① 전시실3   ② 전시실4

① 67m2

② 90m2 02-3494-1973 　

24
(재)세종문화회관 
꿈의숲아트센터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 지하 1층 로비 132.2m2 02-399-1048 　

25 송파구청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청사 1층 갤러리카페 70m2 02-2147-2812
(전시 가능 기간) 5. 1. ~ 5. 29. 
                 9. 1. ~ 9. 29.

전북 26 부안군청 부안예술회관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1~2층 로비 및 복도 776.5m2  063-580-3921 (전시 가능 기간) 9월 ~ 10월

충북 27
① 충북 증평군청  
② 독서왕김득신문학관

①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② 증평군 중평읍 인삼로 93

① 증평군청: 1~3층 로비
② 문학관 3층 로비 

① 층별 129m2

② 182m2 043-835-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