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참여예술가 모집 공고
<서대문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서대문구 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예술가들이 소유한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명 : 서대문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참여예술가 모집
■ 모집기간 : 2020년 9월 17일 ~ 9월 23일
■ 선발인원 : 중간관리예술가 2명/ 청년예술가 11명
■ 선발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예술분야 예술가 (회화, 조각, 도예, 설치, 인테리어, 디자인 등)
2. 현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정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예술가
※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창작 활동 기반이 서대문구인 예술가 우선 선발
※ 해당 사업과 관련한 로고 개발, 공간개선 등의 경험자 우대
■ 지원내용 : 예술가 활동비_총 540만원 (진행공정률에 따라 단계별 지급)
참여가게 지원비_가게별 100만원
■ 활동기간 : 2020년 10월 ~12월 (약 3개월)
■ 중간관리예술가 활동내용
1. 중간관리예술가 1명당 청년예술가 5~6명의 팀 책임자가 되어 팀 구성원 프로젝트 진행사항
관리 및 작업지원 (월 2회 이상 팀원과 개별 회의 진행)
2. 주 1회 수행사와의 주간회의 참석
3. 주 1회 참여가게 현장 방문 점검 및 관리
4. 월 1회 이상 참여예술가 공유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참여예술가 활동내용
1. 예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참여가게 내/외부 아트테리어 작업 수행
(BI 개발, 패키지 디자인, 인테리어 연출 등)
2. 선정된 참여예술가는 3개소의 가게가 매칭되어 디자인 개선 수행
(주 1회 이상 참여가게와의 미팅, 월 2회 이상 팀 간 회의 참여)
3. 월 1회 이상 참여예술가 공유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제출서류
1.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사업 참여신청서
2. 개인 포트폴리오_자유양식
3. 참여예술가 신청자격 확인서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용)
■ 제출방법
해당 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contest@artsoombi.com 으로 송부
파일명 : 서대문구 아트테리어 신청_작가명/참여신청서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모든 서류)
서대문구 아트테리어 신청_작가명/포트폴리오
■ 심사절차
1.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20년 9월 28일 (개별 이메일 공지)
2. 2차 개별 인터뷰 (추후 인터뷰 일정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다운로드
아트숨비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rtsoombi)
>> 서대문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첨부 파일 참조
■ 문의처
project@artsoombi.com 또는 070-4905-1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