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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06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9. 1.31(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 당 자 Tammy Cho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 디자인 및 전시대 설치> 공고 
 

 

  ▶사업명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 전시 디자인 및 전시구조물 제작(설치, 철거 포함)   

  ▶지원마감 : 2019.2.12(화) 17:00 (미서부시간 기준)                

  ▶사업기간 : 2019.2.19(화) -2.28(목)                 

▶사업내용  

-  독립기념관이 기획한 전시장 디자인 및 시공 

-  특별전시 전시구조물 제작 및 설치, 철거 작업 

* 동 전시는 독립기념관과의 공동주최이며, 독립운동이라는 특별화된 

전시로, 디자인 및 자료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화된 독립기념관과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함. 

* 전시 기획서 및 디자인을 위한 참고 자료 등은 독립기념관에서 

협의하여 수령할 것 

* 독립기념관 담당자: 김성기(독립기념관 교류협력부/ksk76@i815.or.kr) 

▶주 최 : LA한국문화원, 독립기념관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붙임 : "LA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 도면" 및 공고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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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은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내 한국문화의 중심지인 LA한국문화원 전시실을 통해 미 현지인과 재외동포들에게 

한국독립운동사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집중 조명하기 위하여 2019년 3월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전시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대한민국 수립과 발전의 과정을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LA한국문화원은 이 전시를 위하여 전시장 디자인 및 전시대 제작 설치에 대한 계약 입찰(긴급) 공고를 

2.12(화)까지 실시한다.   

 

전시에 참여할 업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전달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1. 동 전시는 독립기념관과의 공동주최이며, 독립운동이라는 특별화된 전시로, 디자인 및 자료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화된 독립기념관과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 전시 디자인 및 설계는 독립기념과 관련된 실물자료와 연출을 통해 현지에서 쉽게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차별화하여 연출되어야 한다.    

3. 단순한 평면전시 보다 입체적 전시를 지향하며, 전시내용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와 공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치물 등은 LA한국문화원의 전시실 공간(전시실 구조물 이용) 특성에 따라 제작 

되어야 한다.    

4. 전시 영상은 문화원의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5. 또한, 전시 배너 및 현수막, 리플렛 등은 전시의 주제 및 메시지, 전시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전시 기획서 및 디자인을 위한 참고 자료 등은 독립기념관에서 협의하여 수령할 것 

      - 독립기념관 담당자: 김성기(독립기념관 교류협력부/ksk76@i815.or.kr)   

 

동 공고 신청관련 자세한 정보 및 관련자료 등은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 www.kc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별첨자료와 함께 LA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exhibition@kccla.org)로 우편/이메일 발송하거나 문화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