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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D9 Members, Art Discovery Project 2023 
 

Dacia Gallery 

621 E 11th St, New York, NY 10009, USA 

 

미국 뉴욕 맨하튼 Dacia Gallery 초대전 

‘Close Proximity’ 

Part 1 : 2023. 4. 2(Sun) ~ 8(Sat) 

Part 2 : 2023. 4. 9(Sun) ~ 15(Sat) 

 

spaceD9은 해외 협력기관과 함께 역량 있는 한국작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해외 전시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spaceD9의 바램을 담아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Dacia Gallery’와  

함께 공동으로 [Close Proximity]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Close Proximity]는 Dacia Gallery 소속작가들과의 교류전시로서 spaceD9  

Members 소속작가께서는 본 기획전에 초대작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spaceD9에서 2022년 기획한 해외교류 프로젝트 [spaceD9 Members,  

Art Discovery Project : Close Proximity]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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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요건  

● 작품 :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작가개인의 순수 창작품으로 주제 제한 없음 

● 분야 :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평면설치, 영상(10분 이내의 작품) 

● 작품 크기 : 68 × 48 cm 미만의 작품 (쫄대나 액자포함 크기) 

● 출품 작품 수 : 1 작품 

 

 

 접수 방법 및 절차  

● 전시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3년 3월 중(추후 공지)  

1. 전시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십시오. (추후 업데이트) 

2. 전시 신청서와 함께 출품작 고퀄리티 디지털 이미지 파일(jpg)을 반드시,  

작가명으로 이메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jpg 이미지 파일명을 작품제목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제출 자료들을 artspaced9@gmail.com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4. 참여 작가에 한해서 <전시의무약관>을 별도 송부해 드립니다. 

5. 뉴욕, [Close Proximity] 전시는 작품 성향에 맞게 그룹을 구성하여 1, 2부로  

분할 진행합니다. 

* 작품 판매시 작품가의 80%를 작가분께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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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접수 방법  

● 출품 작품은 서울 spaceD9 지정 장소에서 접수 및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공지) 

 

 작가 지원 사항  

● 미국, 뉴욕, 맨하튼 ‘Dacia Gallery’ 초대전 

[Close Proximity] 전시 리플렛 제작 및 온, 오프라인 홍보 

● 전시 작품 디스플레이에서 운영, 클로징 그리고 작품 반출 일체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전시 전반의 국내, 외 탑차 지상운송 및 항공 운송일체를 책임, 관리해  

드립니다. 

* 저희 spaceD9 국내 및 현지 스탭이 운송, 전시 운영 일체를 책임, 관리해  

드립니다. 

(단, 출품작품의 spaceD9으로의 최초반입과 최종반출은 작가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 작품 판매수익금은 spaceD9의 사회공헌사업인 세계난민 어린이 미술치유 

사업 ‘Harmony Project’에 지원됩니다. (spaceD9과 East & West Church of  

New York 공동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