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요강
ABLE ACCESS ART FAIR 2022  DI.VERSE  Eye & Mind
장애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미술계 발전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
들자는 취지 아래 진행되는 2022년 장애인창작아트페어에 함께 하실 역량 있는
작가님을 모십니다.

공모개요 및 내용
○ 공 모 명: 202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참여작가 공모
○ 공모기간: 2022. 7. 8.(금) ~ 8. 1.(월) 17:00마감 (25일간)
○ 공모분야: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등
○ 전시장소: 본 전시)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 A홀
특별전시)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2
○ 전시기간: 본 전시)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 (총 2일간)
특별전시) 2022년 10월 5일(수) ~ 10월 13일(목) (총 9일간)
○주

최: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주

관: 202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조직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공모자격: 공통 및 일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 필자로 현재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영아트챌린지 특별전) 작가경력 5년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의 신진작가
※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1부 첨부 필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나 등록증 사본)

참가신청 및 유의사항
○ 홈페이지 www.aaartfair.co.kr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공식 메일 aaartfair@gmail.com 으로 제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공식 메일계정으로 마감시간 안에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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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2022년 8월 4일(목) 심사진행
○ 202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전문심사위원단 심사

발표
○ 2022년 8월 5일(금) 16:00 www.aaartfair.co.kr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지원항목
○ aT센터 본 전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작품 운송, 설치 및 전시, 개인부스 제공(일반: 2X3X2m, 영아트챌린지: 1X2X1m)
○ 인천아트플랫폼 특별전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작품 운송, 설치 및 전시, 특별전시(10호 이하 1점) 제공
○ 온라인 전시관 및 온라인 스토어에 작품 등록 및 판매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 참여작가 인증서 및 아트페어 도록 제공

문의
○ 202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운영사무국
전화) 02-567-9623 이메일) aaartfair@gmail.com

※ 위의 내용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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