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 중 물)

[명사]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다음사람을 위해 한 바가지의 물을 떠 놓았던 마중물처럼 젊은 작가들에게 꿈을 위한 시작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4년을 시작으로 제

4회 마중물 (Majoongmool) 아트마켓이 김리아갤러리 청담점에서 열립니다. 기존의 아트페어는 여럿 갤러리들의 참여로 인한 부스전이라면,

마중물 아트마켓은 작가들 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스전입니다. 누구나 미술작품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하고,

싞짂작가들의 실험성을 응원하며 시장적 가치로 연결시켜주고자 시작된 아트마켓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된 작가들의 전시 및 판매로 짂행됩

니다. 매회 다양한 장르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가들의 참여로 작가와 대중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싞규 컬렉터들도 늘어났으며, 작가들 개개인이 전시 이후에 다양한 행사로 연결이 되는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4회 마중물 아트

마켓에도 열정적인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일시: 년 월 일 (수) 월 일 (수)

대상: 시각예술 전분야의 영아티스트 (평면, 조소, 사진, 디자인, 판화, 공예, 설치, 미디어 등)

목적: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예술을 즐기고 구입할 수 있는 열려있는 젊은 미술장터 시도

신진작가들의 실험성을 응원하고 시장적 가치로 연결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작품 구매의 폭을 넓히고자 진행

(신진 작가, 컬렉터를 발굴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 시장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자 함)

내용: 작가들 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아트페어 형식의 그룹전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개인전 모음 형식의 전시)

▶ 대중들에게는 간접의 경험이 아닌 작가들로 인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신진작가에게는 독창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직접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며, 첫 판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 아트마켓이 끝난 뒤 내부심사와 관람객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작가 인은 김리아갤러리에서 개인전 지원 년



장 소 김리아갤러리 청담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번지 층/ 외부공간)

모집 부문 시각예술 전분야의 영 아티스트 평면 조각 사진 판화 디자인 공예 설치 미디어 등

모집 인원 총 명 지원 인원 수에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인원 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접수 기간 년 월 일 수 ▶ 월 일 화 까지

전시 조건 부스 비용 없이 작품 판매 실적에 맞춰 수입을 나눠 갖는 형태로 운영

주최측에게 판매성과를 보고하여 전시 철수 후 지급 작가 주최측

-공모 심사:    1차_8/30 수요일 서류심사 발표 예정

2차_인터뷰 (갤러리 내방/ 1차 지원서류 심사에서 선정된 작가에 한해 진행) 

3차_최종발표 (9월 넷째주 경 개별통보 예정)

-제출 자료:   참가싞청서 (*홈페이지 (www.kimreeaa.com) 좌측상단 Application파일 다운로드)

작품이미지 5-7점 내외 (*최근작 중심의 JPG형식/ 작품제목, 기법, 사이즈, 제작년도 정보 반드시 기입) 

작가프로필/ 작품설명 (또는 작가노트, 비평글, 작업계획서)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ky.min58@gmail.com)

메일제목: <2017 아트마켓지원_지원자 이름 (ㅇㅇㅇ)>로 반드시 기제

공모 접수 시 알집파일로 제출요망 (전화번호 필수 기재)

-문 의:    ky.min58@gmail.com l 김리아갤러리 큐레이터 최경민

*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mailto:ky.min58@naver.com






> 작가들이 전시 기갂 동안 상주해 있으면서 직접 고객들과의 소통으로

작품 소개 및 판매까지 담당하여 짂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