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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창.제작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 작품 공모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에서 창.제작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Paradise Art Lab)”을 시작합니다.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예술의 현재를 탐색하고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서
동시대 예술 흐름을 반영한 테마형 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2018 파라다이스 아트랩에서 예술(Art)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Thema : Art + Technology [동시대의 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예술(Art)의 표현 확장]
■ 공모부문
- 시각예술
- 공연예술
- 자유기획(Non-Genre/신개념 예술 분야)
■ 작품형태
- 신작
- 기존작에서 업그레이드된 재창작품
※ 재창작품이란 기존작품을 모티브로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여 창작한 ‘Version Up’ 작품을 뜻함
■ 지원자격
- 지원분야(시각/공연/자유기획)에서 활동하는 국내 아티스트(개인, 단체)
단, 단체의 경우 국내+해외 조합 가능
- 작품발표회를 통해 최초 시연을 원하는 개인, 단체
※ 재창작품의 경우,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최초 시연
■ 접수기간 : 2018년 9월 14일(금) ~ 11월 13일(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 paradise.artlab@gmail.com
*제목 : 2018 파라다이스아트랩_지원분야(시각/공연/자유)_지원자명
*제출서류 : [필수제출] 공모지원서 1부(첨부파일 참고)
[선택제출] 포트폴리오, 작품소개서 등(자유양식)
- 11월 13일(화) 16:00까지 유효
※ 선택제출 자료는 준비된 경우만 제출,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PT 심사
※ 심사 결과는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지원혜택
지원항목

내용

작품 제작비

- 작품 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1차 : 지원액의 50% 지급
※ 2차 : 작품 세부 실행안 제출 후 지원액의 50% 지급
-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작품 발표회
(2019년)

- 작품 발표회 시연 비용 별도 지원
- 장소 : 파라다이스시티(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 ZIP(서울시 중구 장충동)

통합 프로모션

- 홈페이지 아카이빙
- 언론, 오프라인, 온라인, SNS 등 통합 프로모션 지원

협력 네트워크

-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파트너 자격으로 기획사업 참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교육, 워크숍, 전시, 축제 등

※ 세부 지원 사항은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의 협의 후 최종 확정됨
■ 지원조건
- 최종 선정된 작품의 아티스트는 간담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단 일정 참고)
- 최종 선정된 작품은 ‘파라다이스아트랩 작품 발표회’를 통해 “최초”로 시연되어야 합니다.
- 작품 발표회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후 일정
- 2018년 12월 : 1차 심사 결과 발표, 2차 PT 심사
- 2019년 2월 : 선정자 간담회
- 2019년 9월 이내 : 2018 파라다이스아트랩 작품 발표회
※ 작품 발표회 일정 및 장소는 협의 후 최종 확정됨
■ 궁금한 사항은 메일(paradise.artlab@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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