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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 호] 

 

 

▶ 사업명: LA 한국문화원 전시 < 2018 LA Art Project>공모 

▶ 지원신청마감 : 2017 년 7 월 31 일(월) 17:00 (서부시간 기준) 

▶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 다운로드: www.kccla.org 

▶ 문의: LA 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최희선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8년 LA Art Project 전시 작품을 2017년 3월 13일(월)부

터 7월31일(월)까지 공모한다. 

 

LA Art Project는 LA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를 활용한 전시회오서, LA는 뮬론 미 전역과 한

국, 세계각국의 실력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연중 전시회를 개최하는 프로젝트이다.  

동 프로젝트는 2015년 처음 공모를 시작하여 2016년 8회 전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는 9회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보 도 자 료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4쪽 (첨부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3.13 (월) 담 당 자   최희선 323-936-3014 

    

2018년도 LA한국문화원 전시 공모 
 

- 2018 LA Art Project - 

http://www.kccla.org/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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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LA Art Project는 전시를 원하는 작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재미동포들의 문화생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문화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작가들이 LA Art Project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전시가 

저희 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밝혔다.  

 

응모요령은 장르에 크게 구여 받지 않지만, 설치 전시물 등은 전시실 규격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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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응모된 전시는 미술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접수 마감은 2017년 

7월31일(월) 이며, 당선자는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323-936-3014 혹은 exhibition@kccla.org 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 2018년 LA한국문화원 전시 공모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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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A art Project 전시 공모 신청  

 

 

1. 신청자격 : 

   가. 전업작가 (학생 제외) 

   나. 복수지원 불가(여러개의 그룹으로 복수 지원 안됨)    

 2. 신청기간 : 2017년 3월13일(월) - 7월31일(토) 17:00 

3. 발표 : 2017년 9월 말 (우편 혹은 이메일 통보) 

4. 신청서류:  

   가. 별도의 소정 양식의 신청서 작성 ( www.kccla.org 에서 다운) 

   나. 영문이력서(이름, 주소, 전화번호 혹은 e-mail주소 반드시 표기) 

   다. 영문 작품세계 설명(A4용지 3,000자 이내) 

   라. 최근 2년이내 작품으로 최소 5장이상, 최소 10장 이내 사진이미지 jpeg포멧,  

       혹은 35mm의 슬라이드제출 (취급 안전을 위하여 투명 커버에 넣어 제출) 

   마. 작가이름, 작품명, 연도, 종류, 크기 표시, (슬라이드일 경우 앞면에 방향표시와 

      함께 표기하여 제출 

   바. 작품이미지 혹은 슬라이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충분 서류로 간주하고 

     자동 탈락 

    사. 당선되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은 돌려주지 않으나, 슬라이드는 반환봉투를 제출한 

     작가들에 한하여 반환하며, 당선자의 슬라이드는 문화원에서 보관  

   아. Media: 모든 종류의 작품 (2D 혹은 3D) 

   자. 작품크기: 갤러리 규모: 넓이 2,735 square feet -75평, 높이 8 feet. 작품 간의  

      간격을 15-20 inch를 유지해야한다.    

 

5. 보험 및 운송: 문화원은 전시 기간에 한해 작품에 대한 보험을 부담하며, 작가는 운송비와    

   보험 부담  

가. 보낼 주소: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나. 문의: LA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최희선 Tel) 323-936-3014 / exhibition@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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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A Art Project 

Application Form  

 
CONTACT INFORMATIONS: 

 

Name  

Telephone #  

E-mail  

Website  

Address 
 

 

 
 
INFORMATIONS OF WORK: 

 

 Title Medium Size 

1    

2    

3    

4    

5    

6    

7    

8    

9    

10    

 

INSTRUCTIONS: 
Assemble the following: 

  5-10 Slides or images (jpeg in CD for Window System) 

  Application with Proposal letter, and Resume 

  Artist’s Statement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only for Slide) 

  Mail to: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Exhibition Dept. (2018)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