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역 연번 지역 센터명 운영주체 설립주체 개관

서울특별시

(13)

1 강동구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강동구(직영) 강동구 2021

2 강서구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직영) 강서구 2004

3 관악구 미디어센터 관악 (재)관악문화재단 관악구 2021

4 노원구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노원구(직영) 문화부 2018

5 마포구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2002

6 성북구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서울시 2020

7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직영) 성북구 2015

8 용산구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 2000

9 은평구 불광천미디어센터 (재)은평문화재단 은평구 2022

10 은평구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 2015

11 중구 충무로영상센터“오!재미동” (사)서울영상위원회 서울시 2004

12 중랑구 중랑미디어센터 중랑구(직영) 중랑구 2021

13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15

인천광역시

(3)

14 강화군 강화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부 2015

15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추홀학산문화원 문화부 2007

16 연수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14

경기

(8)

17 고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문화부 2011

18 군포 군포시미디어센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군포시 2020

19 부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문화부 2010

20 성남 성남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문화부 2012

21 수원 수원미디어센터 (재)수원문화재단 문화부 2014

22 의정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신한대학교 문화부 2017

23 화성 화성시미디어센터 (재)화성시문화재단 문화부 2016

24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19

강원

(4)

25 강릉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문화부 2010

26 원주 원주영상미디어센터“모두”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문화부 2009

27 화천 화천생태영상센터 화천군(직영) 화천군 2012

지역미디어센터 구축 현황

작성일 미디어센터 수 전미협 
회원센터 수

2022년 3월 56 39

□ 권역별 현황



28 춘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14

충북

(4)

29 옥천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옥천군(직영) 옥천군 2012

30 옥천 청암미디어센터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2021

31 제천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 (재)제천문화재단 문화부 2008

32 청주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20

충남

(4)

33 서산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서산문화원 문화부 2018

34 서천 서천군미디어센터기벌포영화관 지역 영상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서천군 2014

35 아산 아산시영상미디어센터 아산시(직영) 아산시 2021

36 천안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재)천안문화재단 문화부 2008

세종 37 세종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20

대전광역시 38 유성구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14

전북

(3)

39 완주 완주미디어센터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문화부 2018

40 익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재미” (사)삼동청소년회 문화부 2009

41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사)전북미디어문화연대 영진위 2005

전남 42 순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두드림” (사)전남영상위원회 문화부 2011

광주광역시

(2)

43 동구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재)동구행복재단 문화부 2016

44 서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07

대구광역시

(3)

45 중구 대구시민미디어센터“미디어랑” 대구시민미디어센터 2021

46 동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문화부 2007

47 수성구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수성대학교 문화부 2019

경북 48 안동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부 2008

경남

(5)

49 김해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김해문화재단 문화부 2005

50 양산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양산시(직영) 양산시 2015

51 진주 미디어센터 내일 미디어센터 내일 2005

52 창원/마산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경남독립영화협회 방문진 2003

53 합천 합천영상미디어센터 ㈜사이다 문화부 2016

울산광역시 54 북구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06

부산광역시 55 해운대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05

제주 56 제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문화부 2006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
(24개소)

지자체직영(1) 노원구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영상위원회(1)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두드림”

진흥원(2)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재단(9)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김해문화재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동구행복재단 동구영상미디어센터(광주)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재)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 

(재)제천문화재단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

(재)천안문화재단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

협동조합(5)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강화미디어센터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완주미디어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원주영상미디어센터“모두”

민간단체(3)

서산문화원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사)삼동청소년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재미”

미추홀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타(3)

수성대학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신한대학교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주)사이다 합천군영상미디어센터

지방자치단체
(15개소)

지자체직영
(8)

강동구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강서구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성북구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아산시 아산시영상미디어센터

양산시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옥천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중랑구 중랑미디어센터

화천군 화천생태영상센터

□ 설립/운영주체별 현황



기타(7)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군포시미디어센터

(재)관악문화재단 미디어센터 관악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지역 영상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서천군미디어센터기벌포영화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사)서울영상위원회 충무로영상센터“오!재미동”

방송문화진흥회
(1개소) 기타(1) 경남독립영화협회 MBC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1개소) - (사)전북미디어문화연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민간
(4개소) -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대구시민미디어센터“미디어랑”

미디어센터 내일 미디어센터 내일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청암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10개소) - (재)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2000~03 3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액트 경남(창원)

2000년 2월 2002년 5월 2003년 11월
서울시 민간 MBC

2004 3
(6)

오!재미동 아리랑1) 서울 강서
3월 5월 5월

서울시 서울 성북구 강서구

2005 6
(12)

목포2) 전주3) 진주4) 전주 김해 부산
1월 1월 5월 8월 11월 11월

MBC MBC 민간 영진위 문화부 방송위(현 방통위)

2006 3
(15)

대구5) 제주 울산6)

6월 7월 10월
MBC 문화부 MBC

2007 3
(18)

대구 광주 주안
(인천 미추홀구)

4월 6월 9월
문화부 방송위(현 방통위) 문화부

2008 3
(21)

천안 제천 안동
9월 11월 12월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2009 2
(23)

원주 익산
4월 7월

문화부 문화부

2010 2
(25)

부천 강릉
2월 4월

문화부 문화부

2011 2
(27)

고양 순천
4월 11월

문화부 문화부

2012 3
(30)

화천 옥천 성남
10월 12월 12월

화천군 옥천군 문화부

2014 5
(35)

수원 강원 대전 인천 서천
3월 7월 7월 8월 10월

문화부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서천군

2015 5
(40)

강화 성북 서울 은평 양산
2월 4월 9월 9월 11월

문화부 서울 성북구 방통위 은평구 양산시

2016 4
(44)

광주 동구 합천 화성 울산
4월 5월 12월 12월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방통위

2017 1
(45)

의정부
4월

문화부

2018 3
(48)

서산 완주 노원
3월 6월 12월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2019 2
(50)

경기 수성
11월 12월

방통위 문화부

□ 개관년도별 현황



2020 3
(53)

군포 충북 세종
11월 12월 12월

군포시 방통위 방통위

2021 6
(59)

대구 아산 관악 서울 강동 청암(옥천) 중랑
1월 1월 7월 11월 12월 12월
민간 아산시 관악구 강동구 민간 중랑구

※ 음영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회원센터

1) 2015년 4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 변경

2) 운영종료

3) 운영종료

4) 2021년 7월 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센터 내일로 센터명 변경

5) 2021년 1월 대구시민미디어센터로 변경 

6) 운영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