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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방법 및 절차 

• 접수 마감 : 2018년 05월 14일(월) - 신청서가 마감일까지 도착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십시오. - 신청하실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2. 신청서와 함께 출품하실 디지털 이미지 파일(jpg)을 고퀄리티로 이메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파일 제목에 작품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2가지 제출 자료들을 artspaced9@gmail.com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4. 선정된 작가에 한해서 <전시의무약관>을 별도 송부해 드립니다. 
5.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는 운송비가 포함된 참가비가 책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교류 프로젝트 
    -project 1. [Art Discovery in Paris]  - 참가비 85만원 (2점출품) 
                    (파리, 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 +  Galerie New Image 초대전)
    -project 2. [Beyond Boundaries]  - 참가비 40만원 (1점출품) 
                     (Galerie New Image 초대전), (SAM(SpaceD9 Artist Members) 소속작가와 동일적용)

 •  참가비에는 운송(국내외 탑차, 항공), 설치, 운영 및 기타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18 spaceD9, 프랑스 교류 프로젝트 'Art Discovery in Paris' 공모 

  

 전시 요건      

                            
• 대상 : 예술관련 학부 졸업 이상의 열정적인 작가 개인 
• 작품 :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작가 개인의 순수 창작품으로 주제 제한 없음 
• 분야 :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평면설치, 영상(10분 이내의  작품)  
• 작품 크기 : 평면 68 × 48 cm 미만의 작품(쫄대나 액자포함크기))   
• 출품 작품 수 : project 1. - 2작품 / project 2. - 1작품 중 선택 

spaceD9에서는 프랑스 교류 프로젝트 ‘Art Discovery in Paris’에 참여할 역량 있는 작가를 공모합니다.

spaceD9은 매년 해외 협력기관과 함께 역량있는 한국작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해외 전시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spaceD9의 바램을 담은 프랑스 
교류 프로젝트 ‘Art Discovery in Paris’를 프랑스 파리 갤러리 ‘Galerie New Image’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구성은 1부 파리, 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에 spaceD9 소속작가로 참여하며
2부는 파리 중심가 마레지구에 위치한 갤러리 ‘Galerie New Image’에서 초대전 [Beyond Boundaries]를 
개최하며, 이는 뉴욕, SAM(SpaceD9 Artist Members) 소속작가들과의 국제교류전시로서 이를 통해 한국의 
작가들이 세계의 무대에 소개되고 그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입니다. 
프랑스 교류 프로젝트 ‘Art Discovery in Paris’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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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접수 방법                                                                        

•  작품은 한국 서울 SpaceD9에서 접수 및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내 접수 시간 안내는 참여작가에게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세부 일정 

2018년 05월 14일(월) : 신청 접수 마감일
2018년 05월 17일(목) - 19일(토) : 작품 접수(반입) 기간
2018년 05월 22일(화) - 23일(수) : 작품 항공 운송(서울->파리)
2018년 05월 24일(목) : 작품 운송 및 설치(파리->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
2018년 05월 25일(금) – 27일(일) : 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 진행
2018년 05월 28일(월) : 작품 운송 및 설치(루브르박물관->Galerie New Image)
2018년 05월 28일(월) – 06월 03일(일) : Galerie New Image ‘Beyond Boundaries’ 전시 진행
2018년 06월 04일(월) - 06일(수) : 작품 철수 및 항공 운송(파리->서울)
2018년 06월 13일(수) - 16일(토) : 작품 인수 기간                                                                         
• 전시 외의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앞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E-mail : artspaced9@gmail.com      
 Website : www.spaced9.com  Phone : 010-4580-9298(Seoul), 33-78671-6903(Paris)

시상 내역 및 후원

• Best Show Award : 전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작가 1명에게는 Artexpo New York 2019에 
  spaceD9의 후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참여 작가는 spaceD9 Artist Members를 
  안내받고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유의 사항  

• 작품은 개별포장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이미지는 갤러리 자료로서 소장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작가 지원 사항
 
•     -project 1. [Art Discovery in Paris] - 개인별 포스트 카드, 초대전 홍보엽서 제작 및 홍보 
                    (파리, 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 +  Galerie New Image 초대전)
   -project 2. [Beyond Boundaries] - 전시 홍보용 포스트 카드 제작 및 홍보  
• 전시 작품 디스플레이에서 운영, 클로징 그리고 작품 반출 일체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전시전반의 국내, 외 탑차 지상운송 및 항공 운송일체를 책임,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 -> 파리, 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 -> 파리, Galerie New Image -> 서울)
• 아트페어의 spaceD9 부스에는 영어, 프랑스어가 능통한 전문 큐레이터가 책임, 관리해 드립니다.
• 아트페어 및 전시에서 판매된 작품가의 70%를 작가분께 돌려 드립니다. 
* 파리, 루브르박물관 아트페어 ‘Art Shopping’ & Galerie New Image ‘Beyond Boundaries’ 전시에
  직접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을 위해 필요한 항공, 숙소, 문화투어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참여 작가님께서 파리 현지에 직접 못 오실 경우에도 저희 spaceD9 국내 및 현지 스탭이 운송, 
  전시 운영 일체를 책임, 관리해 드립니다.
 •  참가비의 일부는 Korean Community Center에 기부금으로 전달되며 spaceD9의 주력 후원사업인 

세계난민 어린이 미술치유사업 ‘Harmony’에 지원됩니다.
  (spaceD9과 East & West Church of New York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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