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블럭에서 제 1기 화이트블럭 천안 창작촌 입주작가를 모집 합니다.
'화이트블럭 천안 창작촌'은 2018년 4월 말 천안에 완공 예정인 화이트블럭 스튜디오입니
다.
새롭게 출발하는 스튜디오에서 작업세계를 확장하고 역량을 펼치고자 하시는 작가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 개요
○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174
○ 입주기간:
-단기 : 2018년 5월 1일 - 2019.4.30. (12개월)
-장기 : 2018년 5월 1일 – 2020.4.30. (24개월)
○ 입주정원: 16명
-단기(12개월) : 8명 / 장기(24개월) : 8명
○ 모집분야: 시각예술(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 신청자격: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시각예술가 (만 35세 이상~45세 이하 우대)

□ 지원사항
○ 공간지원 : 1인 스튜디오 1실 (주방, 욕실, 수납창고, 발코니 또한 개인공간에 포함)
- 개인 스튜디오 면적 :
작업공간 37.80m² / 주방+욕실+수납창고 : 17.40m² / 다락 : 17.40m²
- 작업실 층고 : 약 4.7m
○ 결과보고 전시

□ 제출 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주 신청서 1부(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 소개서(창작활동 계획 포함) 1부, 이력서 1부 (소정양식 없음, A4사이즈 제출)
○ 포트폴리오: (ppt, pdf파일 제출 30MB이하)

-최근 5년 이내 근작 10점 이내, 동영상 3분 이내(동영상은 미디어작가에 한함)
-파일형식: 이미지 파일 *.jpg / 동영상 파일 *.avi
-CD 제출시 표면과 케이스에 작가명, 연락처 반드시 기입
○ 기타
- (해당자에 한함) 최근 5년간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및 수상경력 기재, 자유양식, 증빙자
료 첨부
- (선택사항) 천안 지역 주민 및 예술가 대상 문화 교류 프로그램 아이디어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1월 15일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 infowhiteblock@gmail.com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2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창작스튜디오 담당자 앞
*우편 접수 시 이메일 및 유선상 접수 확인 요망
*우편 접수는 2018년 1월 15일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및 발표 일정
○ 1차 심사 발표: 2018년 1월 30일 개별 연락
○ 2차 심사 일정: 2018년 2월 7일(수)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개인 포트폴리오 발표 및 창작활동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2018년 2월 28일(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문의
infowhiteblock@gmail.com
070.7862.1148~9 (김유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