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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 전시 공모

2020 LA Art Project
- 2019 년 10 월 31 일까지 작품 접수, 12 월 당선작가 발표 –

▶ 사업명 : 2020 LA Art Project 전시 공모
▶ 지원신청마감 : 2019.10.31(목) 17:00 (미 서부시간 기준)
※2019년 12월 중 선정 결과 개별통지 예정
▶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 다운로드 : www.kccla.org
▶ 신청서 접수처 :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RE: LA한국문화원 2020 LA Art Project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관련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첨부파일 : 전시공모 가이드라인(영문,한글) 및 신청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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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20년 LA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그룹전시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를
2019.10.31(목)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술작품은 2020년 그룹전 형태로
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 공모는 역량 있는 한국 및 미주한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신청작품은 장르에 크게 구여 받지 않지만,
설치 전시물 등은 문화원 전시실 규격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룹 형태로 참여를 신청할 경우 그룹전시의 주제 등 간단한 큐레이팅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모된
전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접수 마감은 2019년 10월31일(목)이며, 당선작가는 12월에
개인 또는 미술단체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그룹들은 문화원 주최/ 공동주최로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기회를
갖는다.

박위진 LA한국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은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 및 미주한인 미술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공모에 많은 미술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라며 전시 공모전을 소개하였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신청 조건 및 요령은 www.kccl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비된
서류 및 자료는 LA문화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문화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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