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한국사진작가 초청 전시회 참여작가 공모
–MIA Photo Fair (2020.3.19.~22, 밀라노) 계기 –
2020.2.4.(화), 주밀라노총영사관

1.

주밀라노총영사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공동 주관으로 2020
MIA Photo Fair 계기에 한국 부스를 설치하고 유럽 지역에서 활동
하는 사진작가들을 초청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MIA Photo Fair는 유럽 내 손꼽히는 사진전이자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사진전 중 하나로 금년도 행사는 3.19~22간
The Mall – Porta Nuova Milano에서 개최

o

주밀라노총영사관은 금년 MIA Photo Fair 계기에 유럽에서 사진
분야를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전개하는 한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자 KF와 협의하여 금번 행사를 기획
※ 2019년에는 김기훈, 엄도현, 조다소(이상 프랑스), 김신욱(영국),
안민희(독일), 최문(이탈리아) 작가가 선정되어 전시한 바 있음.

2.

이와 관련, 동 전시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기간 : 2020.1.17.(금)~2.16(일)

o

접수처
- 접수처 : milano@mofa.go.kr
- 메일 제목은 “MIA Korea(작가 영문성명)” 으로 기재 요망

o

신청서류(국 · 영문 작성)
- CV(유럽 내 활동 실적 상세 기술)
- 포트폴리오(유럽 내 활동 실적 상세 기술)
- 출품희망 작품(개인당 최대 5점) 이미지 및 동 설명자료
- 유럽 지역 거주사실 증빙 자료(체류증 사본 등)

o

유의사항
- 출품 작품은 신청 당시 이미 완성된 상태여야 함(선정 즉시
발송 가능한 상태)
- CV, 포트폴리오, 출품희망 작품 설명자료는 반드시 국 · 영문으
로 작성(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초청 작가 · 작품을
선정하는 점을 감안)
- 유럽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예술가만 신청
가능(체류증, CV, 포트폴리오 등으로 확인)
- 출품 작품은 사진 및 사진 활용 예술작품(Photographs either
made analogue or with digital support, photographs
processed either digital or manual, two-dimensional or
three-dimensional photographs, mixed-media artworks)
에 한정

o
3.

문의처 : +39-(0)2-2906-2641, milano@mofa.go.kr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탈리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가 5명 내외, 총 10~15점의 작품(변동 가능)을 선정할 예정이며,
초청 대상 작가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지원
할 계획입니다.
o

한국부스 내 작품 전시

o

작품 운송비(포장비용 포함)

o

작가 · 작품 소개 카탈로그 및 리플렛 제작 · 배포

o

개막 리셉션 개최(한국 부스 내)

※ 예산 관계상 선정 작가별 초청 여비 · 사례비 등은 부득이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