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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Portfolio

예술은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산업은 또 다른 예술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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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art

이사장 인사말
G r e e t i n g  o f 
Chairperson in 
K-art

안녕하십니까.
저희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아트는 산업’이라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 미술계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etings! 
It’s Heo, Sook, a chairperson of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orp. 

Our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is working to expand the base of the 
Korean art with a clear value of “Art is another Industry."



앞으로도 저희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특정한 사조나 장르에 편
중하기보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읽고 전 세계에 한국 미술을 알
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 미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해외 작
가들의 작품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합리적인 미술 작품 거
래의 장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부터 실력 있는 신인 작가들
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우리 미술시장이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In the future, rather than focusing on a specific trend or art 
by genr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will take 
the lead in reading contemporary art trends and promoting 
Korean ar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we will open a 
place for reasonable art transaction to help artists continue 
their creative activities, from artists representing Korea to 
talented emerging artists, and to establish a self-sustaining 
virtuous circle in the art market. Also, we will continue to 
introduce the works of international artists to Korea so that 
we will not miss the flow of international art.

we will continue to 
introduce the works of 
international artists 
to Korea so that we 
will not miss the flow 
of international art.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30년 이상 진행해온 미술교류사업을 바
탕으로 다양한 전시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현대미술의 
흐름에 맞춰 우리 미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람객에게 높은 수준
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콜렉터들에게 높은 신
뢰와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We have held various exhibitions and exhibition-related 
events based on the art exchange projec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for more than 30 years,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Korean art in line with the current flow of contemporary 
art and providing visitors with an opportunity to enjoy high-
quality artworks.

Based on the high trust and support from major Asian 
collectors in India, China, Vietnam, and Japan, the K-ar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rt markets 
so that local and foreign artists can continue their work.

예술의 공공적 가치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
럼 미술 전시회의 문턱을 낮추고, 수준 높은 작품이 우리 모두의 일
상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미술학도 및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입니다.

국제청소년예술축제
We will not forget about the public value of art and lower the 
threshold for art exhibitions, as we have done so far, and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the general public to enjoy art 
so that high-quality works can be invited to our daily lives. 
We will donate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a vulnerable 
and strive to discover and nurture potential art scholars and 
emerging artists.

About K-art   |   Greeting of Chairperson in K-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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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를 한 뜻으로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허 숙
Chairperson Heo, Sook  

I sincerely appreciate all of your effort and support for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한국과 국제사회의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또한 수행하겠습니다. 문
화예술 교류는 전시관 건물 안에서만 머무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
니라, 국제 외교의 일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케이아트
는 경제인이 다수인 케이아트 콜렉터들과 미술교류에서 맺은 인연
을 바탕으로, 해외 경제인의 국내 투자와 국내 경제인의 국외 투자
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교류를 주선하여 각국 기업 
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호 간의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여 실질
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문화예술계 안에서 ‘아트는 산업’이라는 저희만
의 가치관을 변함없이 실현하며, 시대와 호흡하고 대중과 소통하여 
우리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 also serve as a cultural and art platform for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should not be a single event that only stays inside the 
exhibition hall, but should be part of international diplomacy. 
To this end, K-art will cooperate with K-art collectors, 
based on the huge network that we have built through 
artistic exchanges, in order to reduce barriers to entry 
between companies in each country and to smoothly adjust 
mutual understanding so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can b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coming years, we will continue to realize our values of 
"Art is another Industry."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world, and we will put our utmost efforts to expand 
the base of our culture and arts community by breathing 
with the times and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우리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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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art

설립 목적 및 비전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Vision

미션

Mission

핵심 가치

Core Value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아트는 산업’이라는 가치관 아래,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der the values of the art industry,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orp. is 
pursuing sustainable cultural and artistic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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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art   |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Vision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지난 2001년 9월 
‘한국의 미술 케이아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07년 6월에 출범하였습니다.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orp. was launched in June 2007 
under the name 'K-art, Fine Arts of Korea' in September 2001.

케이아트는 ‘아트는 산업’이라는 가치관 아래,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미술이 
동시대의 격변하는 지형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지고 성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art aims to show how Korean art should blend and grow in the contemporary turbulent 
landscape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under the "Art is another Industry." concept.

또한 실력 있는 작가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작품의 실질적인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술학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신인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문화예술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In addition, we will improve the actual transaction structure of our works so that 
talented artists can survive on their own, and promot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ur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by planning programs to educate art scholars and 
exploring and supporting emerging artists.

설립 목적 및 비전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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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션
Mission

About K-art   |   Mission

정부 주도 하의 문화교류협력 활동부터 민간 차원의 미술교류, 
학생 사이의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The demand for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between countries is increasing 
from government-le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vities to private-level 
art exchanges and cultural exchanges among students but there are not enough 
organizations that can play a professional role.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우리 미술과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orp. is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for
introducing Korean art & culture in overseas and forming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se
exchanges, we strive to play the role of a channel for coordinating the understanding between
international countries by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and promoting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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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 Creation ]
창의적인 문화 기획으로 한국 미술계를 선도하고, 실질적인 거래 구조를 개선하여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돕습니다.

Leads the Korean art world through creative cultural planning, and improves the
 actual transaction structure to support artists with continuous creative activities.

교류 [ Exchange ]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객과 소통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문화 소통의 장을 엽니다.

Communicate with audiences at home and abroad through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programs, and opens a forum for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지원 [ Support ]
국내외 현역 작가부터 학생, 콜렉터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We support the activities of cultural and art lovers, from active artists at home and
abroad to students and collectors, and strive to ensure that these activities
do not remain in the pursuit of personal interests but benefits for society.

핵심 가치
Core Value

About K-art   |   Core Value

Core 
Value

창작
 [ Creation ]

교류 
[ Exchange ]

지원 
[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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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비엔날레 

Chennai Biennale

20 26 30

부산국제아트페어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뭄바이 비엔날레 

Mumbai Biennale

Section.1

기획 
Project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현대미술의 국제적인 흐름을 국내 대중에게 소개하고 
동시대 미술 흐름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 문화 예술 교류를 기획하며, 
이러한 행사가 미술 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 또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orp. strive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trend of 
contemporary art to the Korean public and shed light on Korean art with various contemporary trend of 
fine art. Also, K-art is planning various international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s art and culture, and is striving to bring about substantial 
economic results as well as artistic exchanges.



/ 021020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작가와 미술애호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작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미술 큰 장터’입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s a new type of 'Big Marketplace for Open Art’ where 
artists and art lovers can directly transact their works at reasonable prices.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전 Northeast Asia Exhibition과 
2007년 11월 열린 아시아오픈아트페어 Asia Open Art Fair의 의미 있는 성과에 힘입어, 
보다 성숙한 미술 행사를 만들고자 기획한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친근하고 개방적인 미술 전시회를 표방합니다.

Th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s being held which claims to be a friendly and open art 
exhibition and it is being planned to create a more matured art event based on the 
strength of the meaningful success on Asia Open Art Fair which opened in November 2017 
and also Northeast Asia Exhibition which opened in Korea, China, and Japan from 2003 to 2007.  

부산국제아트페어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기획 : Project  |   부산국제아트페어 :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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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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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Project  |   부산국제아트페어 :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022 / 023

부산국제아트페어는 한국의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현 시대에
서 한국 미술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성장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현대미술의 국제적인 흐름을 국내 대중에게 소개하고 동시
대성을 발현하는 다양한 주제의 한국 미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s an exhibition that aims to 
lead the Korean art market and provide directions on how 
Korean art should blend and grow in the global culture of 
the modern world. Therefore, we are trying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trend of contemporary art to the domestic 
public and shed light on Korean art with a variety of 
contemporary themes. 

이를 위해 백남준, 앤디워홀, 피카소, 잭슨 폴락, 장 미쉘 바스키야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전시하고, 
20세기 러시아 주요작가 등 근대 동유럽 작품과 이케다 마나부와 같은 선도적인 아시아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여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와 추세를 통찰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쟁점을 제시해 온 
중견 작가와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부스를 운영하여 국내외 주요 콜렉터들의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거래를 성사하였습니다.

Th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exhibited works by world-renowned artists such as Paik Nam-June, Andy Warhol, 
Pablo Picasso, Jackson Pollock, Camille Pizarro and Jean-Michel Basquiat, and exhibited 50 paintings of major USSR artists 

whom had been actively working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under the title "The Last Masterpiece of USSR in 
20th Centu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received much of public attention for inviting world-renowned Asian artist such 

as Manabu Ikeda. By operating booths for veteran and talented emerging artists who have presented issues of 
Korean contemporary art with insight into the changes and trends of the times, K-ar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jor collectors from home and abroad and arranged numerous transactions.

we are trying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trend of 
contemporary art to the 
domestic public and shed 
light on Korean art with a 
variety of contemporary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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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Project  |   부산국제아트페어 :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미술시장은 미술 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 미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작가의 
작품 활동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산국제아트페어는 그간 수준 높
은 작품의 전시 및 기획전시, 부스 운영, 실력 있는 신인 작가의 발
굴 등 괄목할 만한 활동과 성과로 명실공히 부산과 경남, 울산을 아
우르는 동남권 지역 대표 아트페어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글로벌 미술 트렌드를 읽어내고 아시아 미술계의 선두에 서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페
어는, 우리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트페어라
는 평가와 함께 국내외 주요 언론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아트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입장료 수
익금과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
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단순히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아트페어
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he art market is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rt. The base of Korean art will be expanded and the 
artist's work will become active only if the art market is 
being activated.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rt fair in the southeastern region, 
covering Bu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Ulsan, 
with its remarkabl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including 
exhibitions and planning of high-quality artworks, operation 
of booths, and discovering of talented emerging artists.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which attempts constant 
self-innovation and evolution to read global art trends 
and become a leader in the Asian art world,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including Yonhap News, with its assessment of the art fair 
that offers a glimpse of the flow of our art market.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s doing its best for social 
contribution.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K-art is donating part of the proceeds from 
admission and the sale of the artworks. In the future,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will not just be 
an art fair that seeks economic profits, but also will do its 
utmost to become a festival place for the world and society 
where we can liv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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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나이 비엔날레는 2011년 7월에 열렸던 한국 현대미술 스펙트럼 Korea Contemporary Spectrum의 성공을 바탕으로, 
인도 국립 라릿칼라 아카데미 Lalit Kala Akademi를 대표하는 름 빨라니압반 Rm. Palaniappan과의 협의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와 인도 국립 라릿칼라 아카데미 Lalit Kala Akademi, 인도 한국 문화정보센터 
인코센터 InKo Centre는 격년제로 전시를 가지기로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첸나이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The Chennai Biennale is based on the success of the Korea Contemporary Spectrum, which held in 
July 2011 and launched after the consultation with Rm. Palaniappan, the former head of Lalit Kala Akademi, 
India’s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Therefore,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Lalit Kala Akademi, 
and InKo Centre have signed an agreement to hold the Chennai Biennale every other year since 2013.

첸나이 비엔날레 
Chennai Biennale

기획 : Project

기획 : Project  |   첸나이 비엔날레 : Chennai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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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의 문화예술 교류의 초석이 된 첸나이 비엔날레는, 처음 
개최에서부터 주체성 있는 관점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쟁점을 제시
해 온 작가 130여 명이 참여해 인도 미술계에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을 알리고 그 미술적 가치를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쟁점을 다루고 새로운 예술적 형식을 모색해 
온 양국 작가들은 서로 협력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를 희
망하였으며,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Chennai Biennale, which became a found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India, mad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value of the art and inform the 
flow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 the art world of India by 
participating about 130 artists whom have presented the 
issue of Korean contemporary art with the point of view of 
identity since the beginning of opening. The artists of both 
countries, who have dealt with the issues of contemporary 
art in their own way and sought new artistic forms, hoped to 
continue their ongoing exchanges with each other, and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promised to play 
its role as a bridge.

Chennai Biennale, which 
became a found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India

기획 : Project  |   첸나이 비엔날레 : Chennai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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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대규모의 한국-인도 미술교류는 름 빨라니압반 Rm. Palaniappan, 알폰소 아룰 도스 
Alphonso Arul Doss 등 인도의 존경받는 거장 및 인도 한국 문화정보센터 인코센터 InKo Centre와 같
은 인도 공공기관이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의 진정성과 실무능력을 인정했기에 성사될 수 있
었습니다. 소더비 경매 작가인 름 빨라니압반과 인코센터의 라띠 자퍼 Rathi Jafer 원장은 문화예술 국
제교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케이아트의 기획과 활동에 신뢰를 보내며 다양한 전시를 함
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케이아트의 이러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은 한국의 뛰어난 작가들을 
인도에 알리는 동시에 인도의 훌륭한 작가를 국내에 소개하며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힘을 보탤 것입니
다.

Meanwhile, this large-scale Korean-Indian art exchange was achieved because of India's 
respected masters such as Rm. Palaniappan and Alphonso Arul Doss, and India's public 
institutions such as InKo Centre, recognized the efforts and ability of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Rm. Palaniappan, the artist of Sotherby Auction, and Rathi Jafer, 
the director of Inko Centre, is in talks to promote various exhibitions together, expressing 
confidence in the planning and activities of K-art which conducted the event with a pass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s in culture and art. K-art's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and art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introducing 
outstanding Korean artists to India, as well as introducing great Indian artists to Korea.

기획 : Project  |   첸나이 비엔날레 : Chennai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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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비엔날레는 한국과 인도 간의 최대 예술문화 교류행사로,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와 인도 한국 문화정보센터 인코센터 InKo Centre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 주 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인코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미술 비엔날레입니다. 

Mumbai Biennale is the largest art and cultural exchange event between Korea and India
which is co-hosted by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nd InKo Centre,
the Indo-Korean Cultural and Information Centre in India, and it is an international art biennale
which is jointly organized by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umbai, and the InKo Centre.

뭄바이 비엔날레 
Mumbai
Biennale

기획 : Project  |   뭄바이 비엔날레 : Mumbai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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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년 이상 인도 미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뭄바이 제이제이 예술대학교 Sir Jamsetjee Jeejebhoy School of Art, 
<Sir JJ School of Art>’에서 2018년 개최된 <제1회 뭄바이 비엔날레>는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연합뉴스, 

BNK부산은행, 부산경남방송KNN 및 국내외 기업들의 후원 아래 한국 작가 120명, 인도 작가 80명이 각각 양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외 매스컴의 큰 찬사를 받은 뭄바이 비엔날레는 

제이제이 예술대학교 비슈와낫 디 사발레 Vishwanath D. Sabale 학장과의 합의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비엔날레 이외에도 인도, 한국 등 아시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 교류 프로그램 또한 추진될 예정입니다.

The first Mumbai Biennale, held in 2018 at the Sir J.J. School of Art < Sir Jamsetjee Jeejebhoy School of Art>
an art college in Mumbai which has made Indian art history for more than 160 years, was successfully 

opened by presenting 200 contemporary paintings that 120 Korean artist and 80 Indian artists had 
participated and it was sponsor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Tourism Organization Arpina, 
YONHAP News Agency, BNK Busan Bank, and Korea New Network (KNN). The Mumbai Biennale, 
which has won much praise from domestic and foreign media, will continue to be held under the 

agreement of the dean of the School of Arts, Vishwanath D. Sabale, and we will also plan for an art 
exchange program which students from India,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can participate.

beyond the frame

Mumbai Biennale

beyond th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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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뭄바이 비엔날레는, 미술 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교류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 또한 이끌어내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 제1의 경제도시로 명성이 높은 뭄
바이시(市)를 지역적 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
간 기업이 한 자리에서 경제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고 있으며, 비엔날레 첫 개최에서부터 한국 기업 5개사와 인도 
기업의 상호 투자 유치를 타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미 있
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The artwork is a creation of human and mirror of the times. 
Mumbai Biennale, which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s thoughts and cultures through 
the exchange of artworks, strives not only to bring about 
the exchange of art, but also to bring about real economic 
achievements from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In 
particular, the city of Mumbai, which has a reputation as the 
largest economic city in India, is a regional hub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to conduct economic consultations in one 
place. In fact, Mumbai Biennale has produced meaningful 
results from its first meeting to explore attracting mutual 
investment from five Korean and Indian companies.

The artwork is a creation 
of human and mirror of 
the times.

미술 작품은 인간의 창조물이자 
시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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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2

교류 
Exchanges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인도,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문화 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다채로운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치며 민간 문화 사절단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s a civilian cultural mission, works with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in various Asian countries, including India, China and, Jap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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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인도대사관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주한 인도문화원이 후원하는 
‘사랑-인도 문화 축제 SARANG-Festival of India’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사랑 시니어 작가전은 한국-인도 양국 미술의 현재를 엿볼 수 있는 현대미술 교류전입니다.

Sarang Senior Exhibition, hosted by the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and 
sponso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Indian Cultural Centre Seoul, 
is a contemporary art exchange exhibition that offers a glimpse into the present of 
Korean-Indian art.

사랑 시니어 작가전
Sarang 
Senior 
Exhibition

[인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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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와 인코센터 InKo Centre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18 사랑 시니어 작가전’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유명 현대미술 작가가 다수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의 김영운, 곽석손, 권혁, 이범헌, 최성원, 홍석창 
그리고 인도의 거장 알폰소 아룰 도스 Alphonso Arul Doss, 름 빨라니압반 Rm.Palaniappan, C. 더글라스 C. Douglas, 
스미타 킨칼 Smita Kinkale, 아뿌르바 난디 Apurba Nandi, 야쉬완트 데쉬무크 Yashwant Deshmukh 등 
양국의 거장 및 시니어 작가가 참여해 한국과 인도의 문화예술 교류에 있어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In ‘2018 Sarang Senior Exhibition,’ co-organized by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nd 
InKo Centre, senior and great artists from both countries have participated who are renowned Korean and 
Indian contemporary artists such as Kim Young-Woon, Kwak Suk-Son, Kwon Hyuk, Lee Bum-Hun, 
Choi Sung-Won, Hong Suk-Chang, Alphonso Arul Doss, a great artist, Rm. Palaniappan, C. Douglas, 
Smita Kinkale, Apurba Nandi, Yashwant Deshmukh.

Sarang 
Senior 
Exhibition

042

교류 : Exchange  |   사랑 시니어 작가전 : Sarang Senior Exhibition

/ 043



/ 045044

한국 베트남 미술 교류전은 2014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베트남 최고의 전시장, 
‘미술 사진 전시 센터 Art and Photograph Exhibition Center’에서 포스코 E&C의 특별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아트 아카데미 Asia Art Academy’에서 선정한 79명의 작가와 ‘베트남 하노이 미술협회’에서 선정한 
23명의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orea Vietnam Art Exchange Exhibition with POSCO E&C was held in October 2014 under the special sponsorship of 
POSCO E&C at the ‘Art and Photograph Exhibition Center’, a top exhibition center in 
Hanoi, Vietnam, and was joined by 79 artists selected by the ‘Asia Art Academy’ and 23 artists 
selected by the ‘Vietnam Hanoi Fine Art Association’.

한국 베트남 
미술 교류전with POSCO E&C

Korea-Vietnam 
Art Exchange 
Exhibition with POSCO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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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 E&C와 주 하노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노이 한인회의 협력으로 진행되어 한국과 베트남의 교
류를 진일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진정한 국
제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동
안 K팝이나 드라마 쪽에 한정되어 소개됐던 한국의 문화를 보다 풍
부하게 보여주어 ‘한국-베트남 국제교류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
다’는 현지언론의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The exhibition wa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wa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POSCO E&C, Korea 
Consulate General in Hanoi, and the Korean Association 
in Hanoi. It was also praised by local media for showing 
more and more Korean culture and broadens the forum 
of international exchanges, which had been introduced 
only about K-pop and K-dramas, in terms of a broad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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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지난 2015년 인도 한국 문화정보센터 인코센터 InKo Centre와 협업하여 
‘인코센터 갤러리’에서 한국 현대 작가 5인 초대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5년 9월에는 「한국 5인 작가展: Korean Blue Chip Artists」, 2016년 3월에는 「한국 5인 작가展: The blue Beyond」, 
2017년 9월에는 「한국 5인 작가展: Korean Quintet」, 그리고 2018년 10월에는 
「한국 5인 작가展: A Five-Petalled Lotus」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promised to continue to hold an invitational exhibition for 
fiv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t InKo Centre Gallery in 2015. According to that, 
「Korean Blue Chip Artists」 in September 2015, 「The Blue Beyond」 in March 2016, 
「Korean Quintet」 in September 2017, and 「A Five-Petalled Lotus」 in October 2018 were opened.

인코센터 전시 

InKo Centre 
Exhibition

InKo Centre 
Exhibition교류 :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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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 문화정보센터 인코센터의 인코센터 갤러리 전시는 한국의 우수하고 인기 있는 작가들을 인도에 소개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우수한 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시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이아트는 인코센터와 양질의 콘텐츠로 소통하며 
문화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he exhibition at the Inko Centre Galler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roduces outstanding and popular 
Korean artists to India, reinvents the excellent culture of both countries beyond the sales of artworks, 

and promotes exchange exhibition. In the future, K-art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Inko Centre with high-quality contents and work as a bridgehead for cultural diplomacy.

케이아트는 인코센터와 
양질의 콘텐츠로 소통하며 
문화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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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인도가 100여 년 만의 사상 최악의 폭우로 어려움을 겪자 
인도 재난 돕기 모금 전시를 기획해 인도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helped the Indian victims by organizing a 
fundraising exhibition as the country suffered from the worst downpours in more than a century.

첸나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미술 바자展
Charity Bazaar Art 
Exhibition for Chennai 
Flood Relief

교류 :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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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는 케이아트 이사장이 기부한 작품을 비롯하여 바자전
에 동참한 아시아 미술원 정회원 및 한국 작가들이 기부한 작품
들을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 전액을 인도의 구호단체인 
S.S.T.(Srinivasan Services Trust)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
니다. 이와 같은 바자회 형식을 차용한 전시는 드문 형태의 기부 기
획 미술전으로, 인도 이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절실한 만큼 최대
한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첸나이 지역 유
력 신문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한국 작가뿐만 아니라 
인도 정상급 작가들이 함께하는 바자전의 판매금과 수익금 전액이 
인도 수해 지원 금액으로 첸나이시(市)에 전달되는 점을 강조하며, 
“사랑은 미술을 타고 온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케이아트 국제
교류협회의 공익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The exhibition was organized by selling artworks donated 
by K-art, including those do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members of 
Asian Art Academy, and Korean artists whom participated 
in the bazaar, at an affordable price, and then donating 
all of the proceeds to S.S.T. (Srinivasan Services Trust), a 
relief organization in India. The exhibition, which used the 
form of a bazaar, is a rare form of donation and planning art 
designed to make the maximum economic performance in 
order to give the helping hand for Indian victims as they are 
desperate, and it was praised by the Chennai newspaper as 
well. The media praised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s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a headline article 
titled "Love comes through art." emphasizing that the entire 
proceeds and profits from the bazaar, which includes top 
Indian artist as well as Korean artists, were delivered to 
Chennai City as the amount of flood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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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닝보미술관 초대전은 닝보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전을 겸하여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와 
닝보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대규모 한·중 미술교류전입니다. 이 전시는 닝보미술관 측의 초대로, 
「한중유화요청전」이라는 중국식 전시명을 가지고 2007년 10월 닝보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nvitational Exhibition, China Ningbo Museum of Art is a large-scale exhibition of Korean-Chinese 
art exchanges jointly organized by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and Ningbo Museum of Art, which are 
dedicated to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Ningbo Museum of Art. The exhibition was held in 
October 2007 at Ningbo Museum of Art under the Chinese title 「Korea-China Yuhwayocheongjeon」 at the invitation of 
Ningbo Museum of Art.

중국 닝보미술관 초대전 

Invitational Exhibition, 
China Ningbo Museum 
of Art

교류 :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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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에서는 한국과 중국 작가들의 대형 현대미술 작품이 한 자리에 전시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아트페어 Northeast Asia Art Fair 추천 작가 100여 명과 중국 닝보미술관이 중국 전역에서 

초대한 작가 120여 명이 서양화 작품 기준 100호 크기의 작품을 출품한 이 전시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대표성 있는 작품들과 중국 전역에서 출품한 현대적 감수성과 작품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한국판화제라는 주제로 홍익판화가협회의 판화 작품 65점이 
동시에 전시되어 중국 관객들이 한국 판화가들의 현대적 기법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에 장금 닝보미술관 부관장, 곽양평 태봉시 서법가회부주석, 고이신 계구국제예술가 회관 관장 등 중국의 

유력 미술계 인사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t exhibition hall I, large contemporary artworks by Korean and Chinese artists were displayed in one place. 
The exhibition, which featured 100 artists recommended by Northeast Asia Art Fair and 120 artists with the

 size of P100 artworks invited by the Ningbo Museum of Art from all over China, featured representative artworks that lead 
Korean contemporary art and highly regarded artworks with contemporary sensibilities which are from all over China. 

In exhibition hall II, 65 print artworks of Hong-ik Engraver Association with the theme of Korean Engraving Exhibition were 
exhibited and many of Chinese audiences had a chance to watch the modern techniques of 

Korean engraving artist in every angles. Hence, it was also praised by 
renowned people in art world of China such as deputy curator of Ningbo Museum of Art, vice premier in calligraphy 

association of Gwakyangpyeong Taibong City, Director of the Gyegu International Artis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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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당대 미술가 초대전은 2009년 11월 중국 ‘안휘성 박물관’과
 ‘황산태평국제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현대 미술 교류전이었습니다.

Sugye Korea-China Interactive Contemporary Artist Exhibition was held in 
November 2009 at the ‘Anhui Province Art Museum’ the Convention Hall of 
Taiping International Hotel in Huangshan, China.

한중 당대 미술가 초대전  

Sugye 
Korea-China 
Interactive 
Contemporary Artist 
Exhibition

교류 :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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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의 서양화와 판화 작품 그리고 중국 안휘성 미술가협회 소
속 중국 작가의 동양화와 조각을 중심으로 한 이 전시는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한국의 작가들이 2009년 당시 세계미술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중국 미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The exhibition, centered on Western paintings and print 
by Korean artists and Oriental paintings and sculptures by 
Chinese artists from the Anhui Provincial Artist Association 
of China, offers a quick glimpse of works by active artists 
from both countries, giving Korean artists an opportunity to 
check the flow of Chinese art that was rising as an emerging 
power of global art in 2009.

전시와 더불어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한중 합작 전시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하며, 또 한 번 민간단체의 수준에서 이루기 어려운 문화
교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중국 건국 60주
년 기념행사와 함께 치러지며 문화의 힘으로 양국우호관계를 돈독
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signed an agreement on the joint exhib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once again achieved the 
result of cultural exchanges which were difficult to achieve 
at the level of privat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event 
was held along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reating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the power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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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에 열린 한국 현대미술 스펙트럼 Korea Contemporary Spectrum은 인도 정부 예술 부처 기
관인 인도 국립 라릿칼라 아카데미 Lalit Kala Akademi, 인도 TVS 그룹이 전액 출현한 인도 한국 문화정보
센터 인코센터 InKo Centre, 한국의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경남방송 
KNN, 하얏트 리젠시 첸나이가 후원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측이 초대한 
최초의 직접적 국제교류 문화예술 행사로,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한국-인도 간 현대미술 교류의 장으로서 
한국과 인도의 현대미술에 관한 학술적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Korea Contemporary Spectrum, held in July 2011, is an international cultural arts exchange 
project organized by the Lalit Kala Akademi, an India’s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InKo 
Centre, where the Indian TVS Group has fully emerged, and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Corp, and sponsored by KNN, the Busan Gyeongnam Broadcasting, and Hyatt 
Regency Chennai. This project was the first direct international cultural art exchange event 
invited by India, and as the largest venue for the unprecedented exchange of contemporary art 
between Korea and India, it held a seminar on the academic subjects of contemporary art in 
Korea and India which had drawn the attention of the art world of both countries.

한국 현대미술 스펙트럼   

Korea Contemporar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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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릿칼라 아카데미 전시관’에서 개최된 한국 현대미술 스펙트럼은 
보기 드문 대규모 한국 현대 미술전으로서, 한국 작가 147명의 서
양화 100호 기준의 대형 작품을 초청하여 한국의 작가들이 21세기
에 진입한 후 어떠한 관점으로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
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인도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현재 
한국 현대미술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
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가 작가들은 한국과 인도 미술의 
미래에 관해 <이론, 개념 그리고 마주침 : 뉴 미디어 아트의 신화와 
새로운 미학(Theory, concepts & encounters : Myths & new 
aesthetics of New Media Art)>이라는 주제로 큰 토론의 장을 열
어 양국의 미술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Korea Contemporary Spectrum, a rare large-scale Kore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held at the ‘Exhibit Hall of Lalit 
Kala Akademi’, invited 147 Korean artists to present the 
results of a large-scale artwork based on Western painting  
size of P100 to show how Korean artists are interacting 
with the times after entering the 21st century. Also, by 
analyzing the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 of India, we 
have prepared a place to re-examine the nature of Korean 
contemporary art and to design the future direction. The 
participants also held a big discussion on the future of 
Korean and Indian art under the theme of <Theory, concepts 
& encounters : Myths & new aesthetics of New Media Art> 
to seek the development of art in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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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아트페어   

Northeast Asia 
Art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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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아트페어는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여 구축
해 두었던 대외적 위상을 보여준 국제교류 기획 전시로, 2007년 일본 ‘서일본컨벤션센터 
신관(ANNEX)’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작가 200여 명의 작품 3,000여 점이 
집단 부스전 형태로 전시된 <동북아시아아트페어 2007>의 성공적인 개최는, 케이아트 국
제교류협회가 국내외 작가 및 콜렉터에게 우수한 전시 운영 능력과 작품을 선정한 안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ortheast Asia Art Fair, which was started in 2007 at the 'ANNEX of West Japan 
General Exhibition Center' in Japan, is an exhibi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planning that shows the external status that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has steadily invested in and built.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Northeast Asia Art Fair 2007> featuring 3,000 artworks of 200 representatives 
Korean artists in the form of a collective booth was an occasion for th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to be recognized its operational capabilities 
of an exceptional exhibition and the selection of artworks by local & foreign 
artists and collectors.

이어서 제2회 <동북아시아아트페어 2008>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일본 내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우리 작가들의 위상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 second Northeast Asian Art Fair 2008 was also successfully held which 
elevated one’s stature of the association in Japan and further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n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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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아트페어 2010 「전일 아트페어 全日 Art Fair」>는 <동북아시아아트페어 
2007>, <동북아시아아트페어 2008>의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동경의 최
첨단 전시관인 ‘선샤인 시티 Sunshine City’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일 아트페어」는 기존
의 미술 국제교류의 틀을 넘어서 국제 미술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시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미술 행정의 표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특별한 국제 아
트페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획 전시입니다.

Based on the exhibition experience of <Northeast Asia Art Fair 2007, 2008>, < 
Northeast Asia Art Fair 2010 「One Day Art Fair」> was held at the Sunshine City, 
Japan's state-of-the-art exhibition hall of Tokyo. The 「One Day Art Fair」 is a 
planning art fair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to leap into special international 
art fair that presents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art administration for the first 
time in terms of showing a new paradigm of adapting to the international art 
environment beyond the existing framework of international art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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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전   

Northeast Asia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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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전은 2003년 <신춘기획 동북아시아전>을 시작으로 2007년 일본 ‘사가현립미
술관’에서 열린 <국제아세아화전>에 이르기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총 10회에 걸
쳐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고의 작가 약 2,000여 
명의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닌 동북아시아 미술인들의 축제가 되
었습니다. 

The Northeast Asia Exhibition was held 10 times in Korea, China, and Japan, 
beginning with the <Annual Spring Northeast Asia Exhibition> in 2003 to the 
<International Asia Exhibition> held in 2007 at the Saga Prefectural Museum in 
Japan. The exhibition has become not just an art exhibition but also a festival of 
Northeast Asian artists about 2,000 artists from South and North Korea, China, 
Japan, Taiwan, Hong Kong, and Mongolia interacting all together.

동북아시아전은 2007년 열린 아시아오픈아트페어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는 현재 성황리
에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페어 Busan International Art Fair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The Northeast Asian Exhibition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Asian Open Art Fair 
2007, and also the founda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which is currently 
hel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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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멤버십 갤러리 
K&K Membership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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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멤버십 갤러리는 선구적인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아트 고객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그간 K&K 멤버십 갤러리에서는 「미리 보는 아트페어」라는 사전 전시를 통하여 그해 부산국제아트페어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소개하며 본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이아트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독보적인 갤러리로써 미술애
호가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he K&K Membership Gallery possesses the artworks of pioneering foreign masters and also holding a permanent exhibition 
and planning exhibition that can meet the cultural expectations of art customers. The K&K Membership Gallery has raised 
expectations for the exhibition by introducing artworks present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in that year through 
the exhibition in advance called 「Preview of Art Fair」. In the future, K-art will continue to be a unique gallery that connects 
tradition and modernity, region and the world, and will strive to provide a variety of content that art lovers can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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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아트페어 선정 작가 초대 개인
전은 부산국제아트페어의 수익금을 참가했던 작가에게 환원하여 창
작자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의 길을 모색하려는 공익적인 의미에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BIAF Popularity Artist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11, is designed to find a way for the 
creator to continue his or her artistic career by returning the 
proceeds from the exhibition to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it.

이 전시는 부산국제아트페어 초대 작가들 중 인기 작가를 선정하여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에서 초대 작가에게 서울 인사동 전시장을 
무료로 지원하여 초대 개인전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자신만의 시
선으로 시대를 통찰하는 작가를 후원하여 한국의 미술을 세계에 알
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he exhibition is organized by selecting a popular artist
among the invitational artist in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and rent an exhibition hall in Insa-dong, Seoul,
to provide the guest artist with free exhibition support for
the invitational exhibition. In the future,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artist who
have insight into the times with their own eyes to promote
Korean art to the world.

부산국제아트페어 
선정 작가 초대 개인전 
BIAF Popularity Artist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교류 :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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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Other 
Support

교류 :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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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는 전체 부스의 60%를 초대 부스로 구성하
고 높은 수준의 작품을 초대하여 콜렉터와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케이아트는 ‘BIAF 아시아미술원 정회원 초대개인전부
스’, ‘BIAF 신진초대작가’, ‘BIAF 인도, 일본, 러시아, 베트남, 불가리
아 초대부스’, 및 ‘특별기획 외국작품초청 특별부스’ 등 100여 개의 
부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operates 60 percent 
of its booths as invitational booth, inviting some of the 
nation's finest artworks to be introduced to collectors and 
citizens. There are about 100 booths which K-art supports 
such as 'BIAF Invitational booth for member of Asian Art 
Academy’, 'BIAF Invitational booth for Emerging Artist'; 'BIAF 
Invitational booth for India, Japan, Russia, Vietnam, Bulgaria', 
and 'Special Booths for Inviting Foreign 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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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우리 시대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의 문화를 선도할 
미술학도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operate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s 
student support projects to expand the scope of art in our era and foster art scholars who 
will lead the cul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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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소년 예술축제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교육 : Education

케이아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중〮고등학생 미술공모전, 한중 청소년 예술교류, 중국미술
교육연수, 한중 학생교류 및 대학(원)생 공모전, 한일 학생교류를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
로 선진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early 2000s, K-art has ran advanced art education programs based on its 
experience in conducting art contests for International Teenage Art & Design Award, 
Korea-China Youth Art Exchange, China Art Educational Traini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International Exchange, University Student Contest, and Korea-Japan 
Student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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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를 기획하여 2012년부터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에서 선발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
의 전통과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
동의 국학 진흥원, 도산서원, 하회 마을, 경주 고적지 등 문화유적지
를 방문하고 한복, 전통 다도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To this end,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has been 
organized so that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selected 
from International Teenage Art & Design Award can learn 
Korean tradition and history from 2012, and introduce the 
Korean spiritual culture capital of Andong, Dosan Seowon, 
Hahoe Village, Gunja Village, and Yongsusa Temple Stay to 
promote Korean culture to growing international youths.

예술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국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는 국내외 
학생들이 미술학도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 열정과 우정을 나누
는 자리이며,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 실기대
회에서 수채화, 연필화, 디자인, 동양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선택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Juvenile Fine Art Contest> is a place where 
students from home and abroad share their passion and 
friendship with the common denominator of art.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contest can check their skill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watercolor, pencil painting, design, 
Oriental painting and animation at the International Juvenile 
Fine Art Contest.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에서는 또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청
소년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지는 등 학생, 교원 및 학부모와 함
께 미술교육·미술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Juvenile Art Festival is also conducting diverse 
research activities together with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art 
education and art therapy, including symposiums on youth 
issues such as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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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교육 : Education

사단법인 케이아트 국제교류협회는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여 미래의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해외의 미술학도들과 치열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의 언어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 의욕을 높이고, 미술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예술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holds an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to 
find out the talented student to lead the Korean art world in the future and encourage them to 
compete with art scholars abroad in a fierce and fair manner. At the same time, we offer a chance 
to share friendships in the language of art to increase our creative motivation and to help 
art-loving youths develop one’s ability to look at international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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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진행된 공모전에는 일러스트, 디자인, 애니메이션, 한
국화, 수채화, 유화, 소묘, 설치작품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출
품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공모전의 당선작들이 진취적인 발상과 창의
력을 가진 동시에 그 완성도가 뛰어나 참여한 각국 학생들에게 국
제적인 미술학도의 수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은 참가하는 학생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For the contest which has been started from 2002, 
students can submit works of various genres, ranging 
from illustration, design, animation, Korean art, watercolor 
painting, oil painting, drawing to installation works. Since 
the winners of the past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are praised for their initiative and creativity, and for 
their excellent perfection, the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also be a great 
opportunity to inspire creative desire and inspiration for 
participating students for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전 세계 미술학도들에게 예술성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주고자 2002년 시작된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은 국내
외에서 미술학도 간의 국제 교류와 깊이 있는 미술 교육이라는 측면
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예
술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 학생 미술 문화의 축제로 확장
해 나갈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which began 
in 2002 to provide art scholars around the world with an 
opportunity to develop artistry and creativity, is recognized 
for its value in term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art 
education in depth between art scholars at home and 
abroad, and will be expanded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Art Culture Festival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future.

교육 : Education  |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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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미술연수강좌 in SAGA 
Korea-Japan Art 
Training Course in SAGA

교육 : Education

한일미술연수강좌는 일본 사가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일한민간교류사가’와 협의하여 진행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orea-Japan Art Training Course in SAGA is an art education program held in consultation with 'Japan-Korea 
Nongovernmental Exchange Association(SAGA)' a group of high school teachers from Saga region in Japan.

이 프로그램은 일본 전역의 데생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과 케이아트가 주최·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함께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가현립미술관’, ‘아리타도자박물관’ 등에서 일본 미대 
합격 작품 슬라이드를 교재로 하는 일본 현지의 미술 교육 강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연수에서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미술 수업과 평가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The students only who won prizes at concour de dessin of all regions in Japan and the students who won the contest 
hosted and directed by K-arts can participate for the program, and those students will be given systematic art 
education during the lodging period, such as hands-on classes, and attending lectures. In addition, they can take 
local art education courses in Japan, where they will be able to study with a textbook based on the artworks which 
have passed the entrance exam of art college in Japan at the Saga Prefectural Museum and the Arita Pottery Museum. 
In the training, students will mingle with Japanese students and experience their art classes and methods of evaluation.

교육 : Education  |   청소년 미술교육 연수 : Juvenile Art Educ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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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 미술 기초연수
Japanese College Art 
Education Training

청소년 미술교육 연수 : 
Juvenile Art Education Training

교육 : Education

일본 대학 미술 기초연수는 케이아트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과 요코하마 미술대학의 기자재를 가지고 
교수님들로부터 미리 디자인, 애니메이션, 기초조형 등 다양한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대상 미술 교육연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설정 및 유학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풀어볼 수 있으며,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해당 대학 학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Japanese College Art Education Training is a course for students to take various art classes at Kyoto University of Art & 
Design and Yokohama University of Art & Design including design, animation, and basic construction, with the materials of 
the Japanese art college as a benefit to the winners of the K-art contest. In this process, the students are able to receive 
the certificates from the dean of art college whom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course and they can also solve their 
questions about their aptitude, career, and studying abroa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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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술교육연수
Korea-China 
Art Education 
Training

청소년 미술교육 연수 : 
Juvenile Art Education Training

교육 : Education

한중미술교육연수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 중·고등학생 미술 공모전 수상자들을 대상으
로 중국 북경에서 진행한 미술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견학 위주의 연수가 아닌 국제 대
회 참여 권한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 세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국제소년아동예술전
시대회(대경색)’와 ‘북경올림픽유치기념 국제소년아동미술대회’ 등 국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Korea-China Art Educational Training was an art training program held in Beijing, China, 
for winners of the International Teenage Design · Art Award from 2004 to 2005. Under 
the program, which includ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rather 
than just field trips, participants can join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hildren's Art Exhibition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Youth and 
Children's Art Competition of Bidding Ceremony for Beijing Olympics’, where students 
apply from all over the world,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wish to stud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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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또 하나의 산업이 되고,

산업은 또 다른 예술이 되다

K-Art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