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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아트플랫폼

제출서류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 공모

↗ 입주 신청서

인천아트플랫폼이 2017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주 예술가를

↗ 입주 기간 활동 계획서(2,000자 내외)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 예술 활동 경력서(2,000자 내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포트폴리오 PPT 파일을 작성하여 PDF로 변환한 후 첨부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교류와 협업, 장르간

(20페이지 이내-작품 이미지, 영상 링크 5건 이내 삽입,

융합을 시도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 성과 정리)

제공합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가 및 연구 평론가들의 많은 관심과

↗ 국외예술가에 한해, 추천서 2부

지원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서류 심의
대상자에서 제외됨

모집개요
↗ 공모대상

국내외 예술가 및 연구·평론가

접수 일정 및 방법

↗ 모집분야

시각예술

↗ 공고일

공연예술

↗ 접수기간

2016.11.4(금)
2016.11.10(목)‐11.18(금), 18:00 마감

연구·평론(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및 저술 활동가)

↗ 접수방법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 입주기간

국내: 11개월(2017년 3월‐2018년 1월)

(http://www.inartplatform.kr)를 통한

국외: 3개월 A(2017년 3‐5월), B(2017년 6‐8월),

온라인 신청만 가능

C기간(2017년 9‐11월) 중 택일하여 신청
↗ 모집인원

총 30명(팀) 내외

‐회원가입‐로그인‐레지던시‐입주신청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마감 시간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할 것을 권장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의 창작 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예술가 및 연구자
↗ 국내외 타 레지던시 참여기간이 2017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예술가 및 연구자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의(창작활동 계획서 등 제출자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1차 합격자에 한함)
※ 국외 예술가는 인터뷰 심의 진행하지 않음

구분

세부 내용

공통

↗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창작 및 연구 활동이 필요한
예술가 및 연구자
↗ 지역 연계에 관심이 있고, 융·복합 창작을 실험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연구자

국외(시각)
‐3개월

↗ 퇴실 전 인천아트플랫폼 내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예술가

심의 일정(예정)
↗ 1차 합격자 발표: 2016.12.2(금)
↗ 인터뷰 심의 일정: 2016.12.7(수)
↗ 접수 건수 및 진행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인터뷰 심의는 국내 예술가에 한하며, 불참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자 공고: 2016.12.16일(금) 예정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인천아트플랫폼 현재 입주 예술가 및 입주 경력자 신청 가능
↗ 국내, 국외 구분은 국적을 기준으로 함
↗ 영리를 목표로 하는 상 법인, 민간 기획사, 종교 및 친교 단체,
학교 동아리 등은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됨
↗ 국외 예술가는 개인이 비자 취득 등 한국 체류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련된 분쟁 발생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 사항
↗ 창작공간

국내: 1인(팀) 당 스튜디오 1실 제공
국외: 1인(팀) 당 스튜디오 1실과 게스트하우스 1실 제공
연구·평론: 1인(팀) 당 게스트하우스 1실

↗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전시참여 기회 제공 등
↗ 국외예술가에 한하여 항공료 실비 지원(150만원 상한)

문의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신청 페이지 내 문의게시판(Q&A) 이용
↗ 전화: 032‐760‐1003(문의 가능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2시‐13시 제외)

INCHEON ART PLATFORM
2017 Artist-in-Residence Program
Open Call for Applications
Incheon Art Platform is pleased to announce an Open Call
for international artists in our Artist-in-Residence program for
2017. As a cultural complex for the Arts, Incheon Art Platform
aims to develop its residency program as a space for
creative experiments; where artists from diverse practices are
encouraged to collaborate and exchange with one another to
form alternative discourse in contemporary art. In support of
our artists, IAP offers an opportunity to engage with the locals
by promoting projects and working with the community. We
welcome any questions that you may have and we hope to
see you here in 2017 IAP AIR program.

↗ CV (artist résumé: approx. 2000 words)
↗ Portfolio
↗ Up to 20 pages/slides submitted under IAP
portfolio guideline in a PDF file format
↗ Further instructions and downloadable
template will be available on our website.
↗ Two letter of recommendation by international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Arts
↗ Submit as a PDF file format
↗ Each letter must include contact information
and the signature of the referee.
↗ Submitted materials will not be returned.
↗ Applicants who fail to complete all of the above will not be
considered.

Outline
↗ Open Call only applies for international artists in the
Visual Arts.
↗ Space Availability: 1 artist (individual or team) per term /
total of 3 terms in 2017.
↗ Duration of Residency: 3 months per term.
↗ Applicant may choose 1 out of 3 available terms:
A (Mar‐May), B (Jun‐Aug) and C (Sep‐Nov).

Schedules and Processes
↗ Announcement: November 4th (Fri.), 2016.
↗ Application Period: November 10th ~ 18th, 2016.
↗ Application Deadline: 18:00 Korea Standard Time (KST),
November 18th (Fri.), 2016.
↗ How to Apply: Submit your application from our IAP website
(www.inartplatform.kr/english_new/).
↗ Under the right column heading ‘Residency’,
click ‘Application’.
Applications
are received only through online
↗
procedures.
↗ Applications submitted by e-mail, in-person,
and by mail/courier will not be accepted.
↗ Online application will close at 18:00 KST,
Friday, November 18, 2016.
↗ Submit your application early, as heavy traffic
may cause delays and/or problems near the
deadline.
↗ Under any circumstances, late application
will NOT be accepted (including incomplete,
correction, and/or errors due to online traffic.
Please apply early, as we may need some time
to assist your problem).
↗ Selection committee of five professionals in the Arts will
commence reviewing in early December.
↗ There are NO interviews for international
artists. Applicants are solely reviewed by their
application.
↗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available on our
website on December 16th (Fri.), 2016 (tentative).
↗ Accepted applicants will be contacted
individually.

Eligibility and Responsibility
↗ Individual or group applicant with an active career in
relevant field(s) who are over the age of 25:
↗ Applicant must have been born on or before
November 4th, 1990.
↗ All participating members from a group
application must be over the age of 25.
(
)
Artist
s
who
require creative and research support from
↗
Incheon Art Platform.
↗ Artist(s) who are interested in connecting with the locals
and intend to collaborate with the community.
↗ Artist(s) who will present/exhibit work(s) completed during
residency at IAP before their termination date.
↗ INTERNATIONAL is classified under applicant’s nationality.
↗ Group applicants will be based on the leader’s
nationality.
↗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re NOT permitted to apply for
the residency program:
↗ For profit organizations: Commercial,
corporations, private management companies,
and etc.
↗ Institutional organizations: School club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etc.
All
applicants
are responsible for visa issuance and legal
↗
procedures to lawfully participate in IAP. If an applicant
is unable to secure legal authorization to reside in South
Korea, IAP may revoke your space in the program.

Support and Resources
↗ Creative Space: 1 Studio and 1 Guestroom (accommodated
with a single bed) per artist or group.
↗ Creative support program,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n
exhibition(s)/presentation(s), and etc.
↗ Round-trip airfare: Up to 1,500,000 won (approx. $1300
USD) per artist or group.

Application Materials
↗ Online Application Form
↗ Project proposal for the duration of IAP AIR program
(approx. 2000 words)

Inquiries
↗ For questions and/or assistances, click the Q&A board on
our IAP website. (http://www.inartplatform.kr)
↗ In case of urgent matters, please email us or contact our
number below.
Phone: +82-32-760-1005
(office hours: Mon.‐Fri. 09:00‐18:00 KST)
Email: iap.residenc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