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갤러리 보고재 전시 작품 공모 >

갤러리 보고재에서 2014년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식문화에 관련된 ‘기 器, Container ’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 작품 입니다.
금속공예, 도자공예, 옻칠공예, 목공예를 비롯한 공예 전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작품을 통해 일상
에서 ‘식기’라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공예 분야의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는 전시를 기획하려 합
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작품 공모
1. 접수기간: 2014년 6월 18일(수) – 20일(금) : 3일간
2. 작품분야: 금속공예, 도자공예, 옻칠공예, 목공예
3. 지원자격: 대학원 재학 이상 또는 학부 졸업 후 2년 이상 공예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
4. 선정방법: 제출된 작품으로 자체 심사 후 개별 연락
5. 당선작 선정: 각 분야별 10점 / 한 작가당 5점 이내 출품 가능

• 작품 공모 기획전 일정 및 장소
1. 일 정: 2014년 8월 19일(화) – 9월 4일(목) : 17일간
2. 장 소: 갤러리 보고재 1전시실 (115.7m2 / 35평)

• 응모 방법
1. 접수기간: 2014년 6월 18일(수) – 20일(금) 3일간
*마감 : 6월 20일(금) 오후 5:00까지 도착 분에 한해 접수
2.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3. 제출자료:
① 우편 및 방문 접수: 작품 실물
② 온라인 제출: 출품작에 관한 설명 및 노트, 작가 프로필, 포트폴리오(작품 사진, 작가 노트)

• 결과 발표
2014년 6월 26일(목) *선정 작가 개별 연락

• 선정 작가 지원 사항
1. 보고재 소속작가 선정
- 기간: 2014년 8월부터 1년간
- 지원사항: 공모전 당선작 – 각 분야별 선정작 3점 갤러리 매입
기획전 종료 후 보고재 리빙(Living) 상설관 1년간 전시 및 판매 지원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프로모션 지원(아트포털사이트 및 오프라인 월간지, 일간지 등)
2. 2014년 공모 기획전시 초대작가 (2014. 8. 19 – 9. 4)
- 전시 카달로그 및 포스터 제작 지원
- 보고재 VIP 500명 고객 DM발송 (우편, 이메일)
- 온. 오프라인 홍보
3. 보고재 기획전 <손끝세상이야기, 시저담화(匙著談話)전> 초대작가로 선정
- 2014년 11월 27일(목) ~ 2014년 12월 31일(수) , 총 35일간
- 3부작 프로젝트 전시 ‘식문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다’
→ 1단계 수저(匙著, 2014 전시), 2단계 식기(食器), 3단계 다기(茶器)

• 유의사항
1. 마감기한이 지난 작품은 접수 받지 않으오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금) 오후 5:00 도착 분에 한해 접수
2. 서류 작성 시 양식에 맞지 않거나 미제출 사항이 있을 경우,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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