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08호]

2019년도 인천아트플랫폼 10기 입주 예술가 공모
인터뷰 심사 대상자 공고
인천아트플랫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공모 인터뷰 심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2.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인터뷰 심사 대상자

※국내 신청자 해당

1. 시각예술부문

예술가

기획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접수번호

이동전화

이메일

10201811200012
10201811210030
10201811230049
10201811240065
10201811240071
10201811250078
10201811250084
10201811260139
10201811260153
10201811260160
10201811260161
10201811260162
10201811270202
10201811270203
10201811270236
10201811270242
10201811270295
10201811270300
10201811270324
10201811270372
10201811270390
10201811270403
10201811270409
10201811270422
10201811270444
10201811270446
10201811270448
10201811270449
10201811270207
10201811270343

010-2**6-6**5
010-4**0-2**0
010-3**8-1**3
010-4**1-9**4
010-9**8-4**8
010-5**6-3**9
010-9**4-9**4
010-6**4-4**3
010-5**0-9**0
010-9**5-2**1
010-9**2-9**2
010-3**3-1**2
010-9**9-3**1
010-9**5-7**0
010-5**1-9**3
010-2**6-6**6
010-6**7-5**0
010-9**9-1**5
010-8**3-4**4
010-4**9-3**0
010-9**2-7**0
010-9**6-5**5
010-6**2-2**9
010-4**2-4**7
010-7**4-0**5
010-9**2-8**7
010-5**0-1**3
010-3**5-6**5
010-3**6-1**3
010-4**3-3**7

gr**be@*
ks**84*@*
ys**ss@*
mi**un**8@*
an**01**@*
al**_du**nt@*
br**n2**@*
ge**ie**@*
han**ha**on@*
ye**en@*
ju**yo**hyen@*
ya**ir*@*
ya**11**@*
be**91@*
so**un**ar**06@*
so**ju**21@*
go**na**@*
ma**24**5@*
hz**ah*@*
ho**se**ja**@*
he**in**hu**@*
su**en.**@*
do**yu**10*@*
11**nc**ro**ct@*
ra**pa**@*
su**nl**1@*
ch**ew**a@*
so**eo**k@*
sh**yj**g@*
hj**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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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예술부문

예술가

연출가/안무가

1
2
3
4
5
6
7
8
1
2

접수번호

이동전화

이메일

10201811260142
10201811260170
10201811270309
10201811270329
10201811270368
10201811270414
10201811270430
10201811270462
10201811260116
10201811270278

010-3**9-0**7
010-8**8-8**5
010-9**6-8**1
010-6**1-8**8
010-4**7-9**2
010-2**2-0**3
010-2**4-4**9
010-7**1-6**6
010-6**6-9**8
010-9**4-9**7

br**en**zz@*
mi**oe**re**io**lu*@*
na**re**un*@*
ba**ja83@*
ak**tl*@*
il**so**dp**ss@*
pu**le**ee**@*
ho**on**@*
ty**-h*@*
ao**a@*

 인터뷰 심사 일정 및 장소
부문

일정

심사장소

대기장소

공연예술

2018년 12월 19일(수), 14:00~

인천아트플랫폼 A동

인천아트플랫폼 A동

시각예술

2018년 12월 20일(목), 10:00~

생활문화센터 2층 회의실

생활문화센터 2층 로비

부문

공연예술

시각예술

신청구분
예술가

접수번호
10201811260142,
10201811270309,
10201811270368,
10201811270430,

10201811260170,
10201811270329
10201811270414,
10201811270462

연출가/안무가

10201811260116, 10201811270278

예술가

10201811200012, 10201811210030,
10201811230049, 10201811240065,
10201811240071
10201811250078, 10201811250084,
10201811260139, 10201811260153,
10201811260160
10201811260161, 10201811260162,
10201811270202, 10201811270203,
10201811270236
10201811270242, 10201811270295,
10201811270300, 10201811270324,
10201811270372
10201811270390, 10201811270403,
10201811270409, 10201811270422,
10201811270444
10201811270446, 10201811270448,
10201811270449

기획자

10201811270207, 102018112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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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14:20~15:00

12/19
(수)

15:00~15:40
15:40~16:00
10:00~10:40

10:40~11:20

11:20~12:00
12/20
(목)

13:00~13:40

13:40~14:20
14:20~14:45
14:50~15:10

 인터뷰 심사 유의사항
○ 지참물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진행방법 : 개별 인터뷰 심사
※ 입주신청 목적 및 입주 중 활동 계획 소개 / 질의응답

○ 기타 유의사항
- 위의 인터뷰 시간은 예상 시간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니
20분 정도 미리 도착하셔서, 응시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를 위한 추가 자료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인터뷰 심사에 불참 시, 최종 합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룹은 1인 이상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최종 결과 발표 안내
○ 2018년 12월 28일(금) 예정
○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www.inartplatform.kr)에 공고
○ 문의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공모 담당자(032-76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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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 시외버스 이용
인천행 시외버스 이용, 인천터미널 하차, 월미도 및 신포동 방향 시내버스 이용
>> 시내버스 이용
• 인천 중구청 정류장에서 하차 - 5번, 15번, 28번, 720번
• 인천역에서 하차 - 2번, 15번, 23번, 28번, 45번, 306번
• 신포시장에서 하차(중구청 방향으로 환승이용)
- 3-1A번, 4번, 6A번, 6-1A번, 6-1B번, 12번, 15번, 16번, 17-1번, 22번, 23번, 24번, 41번, 45번, 46번, 111번, 112번
>> 지하철 이용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5분 거리
>> 자가용 이용
** 서울방향에서 올 때
• 제 1 경인고속도로 이용 : 인천항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제 2 경인고속도로 이용 : 고속도로종점 - 월미도 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이용 : 수송도로 - 청라지구 - 현대제철 - 월미방향 - 인천역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수원방향에서 올 때
영동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하버파크호텔 맞은편
** 경기북부지역에서 올 때
• 동두천 - 의정부 - 송추 - 외곽순환도로 -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인천중부경찰서 맞은편
• 파주-자유로 - 일산 - 외곽순환도로 - 경인고속도로 - 인천항 - 월미방향 - 인천중부경찰서 맞은편

‣ 주차안내
인천아트플랫폼 단지 내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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