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Call for 
the Development of 
Olympic Art Posters

예술포스터 공모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공모

공모기간 2017. 5. 2.(화) ~ 7. 31.(월)

공모설명회 2017. 5. 18.(목) 14: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강의실 1

접수기간  2017. 7. 24.(월) ~ 7. 31(월)

공모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공모 → 최종 10개 작품내외 선정

 –메인 포스터 1점(필수), 시리즈 포스터 최대 2점(선택)

 (시리즈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의 연계 작품으로 자유롭게 테마 선정 가능)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디자인, 미술 및 기타) 누구나

 –개인 혹은 2인 이상 단체 가능 (단체의 경우, 주 대표자 명시)

 –동일 또는 타 분야 예술가와의 협업 가능

지원 및 혜택 최종 선정 10인(단체) 각 1,000만원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문화유산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예술포스터로서 기록화

 –작품 전시 예정(국립현대미술관, 강릉아트센터 등)

문의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개발 사무국

 홈페이지: www.PyeongChang2018.com/ko/olympicposter

 이메일: olympicposter@pyeongchang2018.com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Call for the Development of Art Posters for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Open Call Announced Tue., May 2 ~ Mon., Jul. 31, 2017

Briefing Thu., May 18, 2017 14:00 

 Lecture Room 1, Education Cente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Seoul)

Acceptance of Applications  Mon., Jul. 24 ~ Mon., Jul. 31, 2017

Details Open call for the development of Olympic art posters for PyeongChang2018 → around ten final works to be selected

 - 1 main poster (mandatory), Up to 2 posters in series (optional)

 (The theme of the poster series can be chosen freely in association with the main poster.)

Eligibility Any artist in different areas (design, fine art and others) above 19 years old

 - Individuals or groups of two persons or more 

 - Collaboration with artists in the same or other areas permitted

Grants and Benefits KRW 10 million for each final selection

 - The final selected posters will be registered as part of the artistic series of the posters 

 of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 Exhibitions (schedule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the Gangneung Art Centre, etc.)

Contact Information  Secretariat for Artistic Poster Development for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Website: www.PyeongChang2018.com/en/olympicposter

 Email: olympicposter@pyeongchang2018.com

 - Please check the website for more detai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