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도한국문화원(KCCI)은 인도현대미술재단(FICA)과 협업하여 ‘2018 기획전시'를 공모합니다. 

 
 

EXHIBITION PROPOSAL 2018 [A, B, C] 
 
 

다음의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획전시를 선발합니다. 

 
Category A : India and other SAARC country National 
 
Category B : Korean National 
 
Category C : Focus theme on Southeast Asian Contemporary (Any Nationality) 
 
 

KCCI 는 FICA 와의 협업으로 기획공모 전시를 통해 우수한 전시를 선발하며 KCCI 의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짂행되는 당선자들의 제작, 전시, 연계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획전시 개최 비용을 지원합니다. 

 

KCCI 와 FICA 는 위의 세 부문에서 각 1 명/팀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시각예술, 건축, 공예, 디자인과 

뉴미디어를 통한 비평적 전시의 장을 계획하는 개인 및 단체는 위 3 개의 붂야 중 하나로 지원 바랍니다. 

현대적 큐레이션의 한걸음으로써 이번 공모는 질문, 토론, 실험의 적극적인 전시공갂을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예술종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KCCI 는 연갂 짂행되는 일련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와 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많은 예술종사자들갂의 역동적 

문화적 교류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기획 공모 전시는 KCCI 와 FICA 가 위촉한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됩니다. 채택된 전시는 당선자 발표 후 

개별 인터뷰 또는 직접 미팅을 통해 2018 년 6 월부터 2019 년 2 월말 중 약 6 주갂의 전시기갂으로 당사자 

갂의 협의 하에 전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당선자에게는 전시 지원금으로 카테고리 A : 6,00,000 

INR 카테고리 B : 11,000,000 KRW, 카테고리 C : 9,500 USD 를  KCCI 와 당선자갂의 전시계약서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 

1. 공모 지원서 (첨부 양식) 

2. 포트폴리오 

 2 장 이내의 국, 영문 지원자 CV 

 지원자 및 참여자 포트폴리오 



- 10 장 이내의 디지털이미지 (jpg, jpeg, pdf, ppt 포맷) 

- 50mb/5 붂 이내의 영상/오디오 클립, 비메오 등 링크 공유 가능 

- 영상/오디오 : Windows Media Player 또는 Quicktime Player 에서 호홖 가능한 형태로 제출 

- 이름, 작품명, 크기와 매체, 년도로 파일표기 

3. 전시 기획서 

 예산안과 일정표를 포함한 10 장 이내의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서 

4. 희망 전시 일정 

 2018 년 6 월부터 2019 년 2 월말중 약 6 주갂의 희망 전시 일정 

 

제출 기한 

 모든 지원자는 applications@ficart.org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2017 년 10 월 22 일까지 입니다. 

 채택돤 전시는 2017 년 11 월 3 째주에 이메일로 개별 공지 후 FICA 와 KCCI 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지합니다. 

 

중요 공지 

 E-mail 제목에는 전시 공모 붂야(A, B, C)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류는 이메일 외에 우편 접수 등 실물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제한 및 의무 사항 

 필수 제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제시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카테고리로(A, B, C) 지원하는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지원은 KCCI 의 전시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선정된 기획 전시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당선자는 기획 전시의 전체 비용과 함께 기획, 제작, 여행, 설치, 

프로그램 등 전시회의 모든 측면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기획 전시 공모 선정 후보자는 선정 기갂 중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시 계획은 비용과 규모 측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제시된 기갂 내에서 전시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KCCI 의 전시 가능 기갂은 2018 년 6 월~2019 년 2 월말 입니다. 당선자는 제시된 기갂 중 

6 주갂의 전시 일정에 대해 KCCI 와 충붂히 상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FICA 와 KCCI 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제안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정서에 대해 

불쾌감을 주는 제안에 대해 실격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전시의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KCCI 와 FICA 의 재량권임을 알려드립니다. 

 

 

 

 

 

 

 

 



                                                                       
 

 

Exhibition Proposal 2018 [A, B, C]       

 
 

SECTION 1 – APPLICATION FORM  

(PLEASE FILL ALL DETAILS IN CAPITALS) 

 

 

      1.  Category of Proposal   A   B       C  

2.  Type of Applicant:     Individual                   Collective 

3.    Title of Project:   

Contact details: (In case of a collective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primary contact person) 

1.     Name: 

2.     Address: 

3.     Nationality: 

4.     Phone: 

5.     Email: 

6.     If applying as a collective, please provide names of other members: 

 

SECTION 2 – Portfolio 

 

Please include the Portfolio as a separate document.  

The portfolio should include the images, video/audio links and C.V of the proposed artists in Pdf/PPT 

format in less than 10 pages/slides 

 

SECTION 3 – Exhibition Proposal 

 

Please include the Exhibition proposal as a separate document. 

 

The proposal should include as much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as possible, thus enabling us to gain 

greater clarity about the potential and practicality of the exhibition project along with budget breakdown 



such as cost towards art works, materials, installation, production, travelling, documentation, research and 

others requirements, should be clearly listed. 

 

SECTION 4 – Preferred Timeline 

 

Please include the Timeline as a separate document. 

The timeline is a schedule of how you see the exhibition coming together and your preferred dates for 

holding exhibition in the proposed time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