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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AiR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듀엔드 스튜디오 게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드 아뜰리에 드 아뜰리에

라익스 아카데미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연구 프로그램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M4 가스트 아틀리에

V2 V2 소프트 테크놀로지 예술가 레지던스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북유럽 예술가 센터 NKD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네스 코뮌 산네스 코뮌 예술가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USF USF 레지던스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CRC 예술가 레지던스

*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블루멘*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장학 레지던스

디 파브릭 포츠담 - 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탄츠플란 포츠담: 예술가 레지던스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창작 지원금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현대음악 작곡 및 실험음악 예술가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슐로스 플뤼쇼브 슐로스 플뤼쇼브 예술가 레지던스

에슬링엔 시 에슬링엔 반베르터 장학금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슐로스 블레케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014

016

018

서문
 「레지던스 디렉토리」구조 설명 

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 Residency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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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1

루마니아

벨기에

북 아일랜드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아틀리에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거주 장학금,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예술론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프로젝트 장학금“예술과 소통하기”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K3-안무센터/탄츠플란 함부르크 K3 레지던스 프로그램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아티스트 네(스)트 시니야 유럽문화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아티스트 네(스)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테스카니

네덜란드 문학 협회 볼레젤 빌라 헬레보쉬

네덜란드 문학 협회 파사 포르타 국제 문학의 집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번역가 레지던스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DAS 국제 디지털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플갱어 미라지 인터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라 매종 존느 레지던스 프로그램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큐레이터 레지던스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슬로베니아 작가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배어 아트센터 배어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엑서사이즈 인 포카트로니카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방문 예술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MoKS MoKS 레지던스

개스웍스 개스웍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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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씨코트 판화 워크숍 국제 방문 예술가

아트스웨이 아트스웨이 프로덕션 레지던스

컨택트 시어터 앳 홈

플로렌스 트러스트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댄스웹 자르댕 드 유럽 연수 프로그램

론도 스튜디오 론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국제 시각 및 미디어 예술 펠로우십 프로그램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국제 학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UNIDEE 레지던스- 국제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갤러리 호 라보 호 특정 장소 창작 레지던스

기 샤티리에 갤러리 타인의 영토, 투르쿠앙 레지던스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랑드르 바스 작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라 로쉬 수르 욘 레지던스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전시 기획자 공모

레 쉽지스탕스 레 쉽지스탕스 레지던스

르 라보-ECM 르 라보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리즈‘살아있는 이를 위한 기념비’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벙 데 포레 숲의 바람 창작 레지던스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레지던스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작가 레지던스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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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작가 레지던스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쉬 뒤 시에즈 그렁드 레지던스

아스테리드 아스테리드 작가 레지던스

아틀리에 포윈즈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에스파스 마티스 에스파스 마티스 레지던스

오 디아블르 보베르 레자보카 뒤 디아블르 보베르(보베르 악마의 변호사들)- 문학 작가 레지던스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작가 레지던스- 외국 문학

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PIF 포스트 프로덕션 레지던스

카사도로 레지던스 아리에즈 카자도로 창작레지던스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키타 네모 파키타 네모 문학작가 레지던스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댄스 스튜디오

포앙 에페메르 시각예술 레지던스

폴렌 몽플렁깡 시각예술 레지던스

퐁망 현대미술센터 퐁망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스

A.I.R. 발로리스 A.I.R. 발로리스 레지던스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리피스 아트센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비트라실 레지던스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이트 워크 라이트 워크 예술가 레지던스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이드 프로젝트 레이드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로렌스 아트 센터 공예 레지던스

로렌스 아트 센터 판화 레지던스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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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071

071

072

072

072

073

073

074

074

074

075

075

076

076

076

077

077

078

078

079

081

081

082

082

083

083

083

084

084

085

085

086

086

087

087

088

088

089



8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매트리스 팩토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 센터 맥 예술가/건축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머드플랫 스튜디오 머드플랫 예술가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멘도치노 아트센터 멘도치노 예술가 레지던스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베미스 레지던스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브레켄리지 타운 틴 샵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위터바이너 시 번역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소울 마운틴 리트릿 소울 마운틴 리트릿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발적 지식들을 위한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마 레지던스

아이빔 아이빔 예술가 레지던스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펠로우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예술가 공모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하우스 게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앤드류스 포레스트 작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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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댄스 오마이 국제 무용 공동체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레딕 하우스 국제 작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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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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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요세미티 르네상스 요세미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 터닝 센터 터닝센터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스튜디오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아티스트 북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워터쉐드 겨울 예술가 레지던스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위스키타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어 팜 아트센터 위어 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치타 아트센터 위치타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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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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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레지던스

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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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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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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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하라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쿠라시키 오하라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1a 스페이스 큐레이터 레지던스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쿠 아트 센터 쿠 아트 센터 글로벌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피클 아트센터 피클아트센터 작가교환 프로그램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전문가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와들로우 와들로우 예술 레지던스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IASK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아시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타이

타이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146

147

147

148

148

149

149

150

150

151

152

152

153

153

154

154

155

155

156

157

157

157

158

159

159

160

160

161

162

162

163

163

164

164

165

165



12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쁘로엑또아세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 레반떼 재단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 바실리스꼬 엘 바실리스꼬 예술가 레지던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그레잇모어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백 팩토리 시각예술가 초대 프로그램

타운하우스 갤러리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프로젝트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고양스튜디오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창동스튜디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백담사만해마을 문인창작집필실

사진아트센터 보다 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 <금속문화의 거리> 창작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청계창작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서울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아트 팩토리‘숨’아트팩토리숨 레지던스 프로그램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오픈스페이스 배 창작지원프로그램

의재 창작스튜디오 의재 창작 스튜디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토지문화관 문화예술인 창작실 지원 사업

토지문화관 문인 창작집필실 지원 사업

프라임 문화재단 NEO-PRIME ARTIST 레지던스

한미사진미술관 안동 사진창작공간

후용공연예술센터 후용공연예술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짐바브웨

국내

166

166

167

167

168

168

169

169

170

170

171

173

173

174

174

175

175

176

176

176

177

178

178

179

179

180

181

182

182

182

183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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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목록 Indices

장르별 색인
문학
세부장르

프로그램

지원항목

입주기간

시각예술
세부장르

프로그램

지원항목

입주기간

공연예술 
세부장르

프로그램

지원항목

입주기간

문화일반
세부장르

프로그램

지원항목

입주기간

기관명 한글 색인
기관명 영문 색인

  + 여기에 수록된 레지던스 프로그램 외에도 신규로 추가되고 있는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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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역대 작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레지던스 고급검색’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조건

에 따른 다양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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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98

20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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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36

248

264

265

272

277

284

291

292

293

294

295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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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는 작년「예술과 저작권」에 이어 올해「레지던스 디렉토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레지던스 디렉토리」는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웹사이트

http://online.arko.or.kr에 게재되어 있는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in Residence 정보

를 최소 필요 항목을 위주로 요약하고 프로그램들 간의 비교와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색인

기능을 추가한 디렉토리 형식의 자료집 입니다. 

  「레지던스 디렉토리」에는 해외 290개 기관의 319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

한 개괄적인 정보와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사업별

로 레지던스 운영기관이 희망하는 예술가들의 장르 및 세부장르를 포함, 레지던스 기간 중 

예술가가 이행하도록 요청되는 프로그램 내용, 기관에서 레지던스 참여 예술가에게 제공하

고 있는 지원항목, 입주기간 및 예술가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 등입니다. 2부에 해당하는 색

인부분에서는 예술가 본인부담을 제외한 이상 4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일반 장르 별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화 하였습

니다. 국내 레지던스의 경우, 해외 정보에 이어 본문에 수록하였으나 해외 레지던스에 비

해 그 정보의 수와 양이 많지 않아 21개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색인작업

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소개 및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요, 신청자격, 모집인원 및 관리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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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대 작가 등에 관한 정보는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웹사이트

http://online.arko.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기능이 강화된‘레지던스 

고급검색’을 이용하면 몇 가지 조건 검색을 통해 원하는 유형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보군

을 보다 용이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간혹 폐지되기도 하지만 확대추세에 있는 국내외 예술지원 프로그램에 대

한 정보 수집은 신규조사뿐만 아니라 기 구축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

는 노동집약적인 작업 입니다. 특히 양질의 해외 예술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

과 풍부한 정보출처를 확보하고, 외국어 정보 수집과 원문 정보의 정확한 번역 제공을 위

한 적합한 조사자 및 번역자 풀을 보유하여야 하며, 일차 가공된 정보를 감수, 보완하고 승

인할 수 있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이 일회성이 아닌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운

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007년 7월부터 시작한 국내외 예술정보에 대한 정보수집과정은 따라서 국내와 해외 예

술정보에 대한 단순한 수집과정만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에서부터 앞서 언급한 

조사운영방법 및 인력구인, 시스템 설계, 운영 및 결함보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체 틀을 

규정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현재까지 이러한 작업

에 도움을 주신 분들만 해도 세 분의 외부 분야별 코디네이터 외에 한국어를 제외하고 6개 

외국어의 서른 분이 넘는 예술정보 조사자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비재정적인 지원으로써 예술가 및 예술단체

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지속 구축하고 있는 예술정보에는 예

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외에도 국내 및 해외의 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grants, 시상 프로그

램awards이 있으며, 장르 별 예술창작을 위한 각종 공간에 관한 정보 및 예술과 저작권에 관

한 정보가 있습니다. 주로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웹사이트http://online.arko.or.kr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예술정보는 저작권 정보를 포함하여 모두 저희 센터에서 자체 구축 확보하

고 있는 정보 콘텐츠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과 같은 자료집 제작뿐만 아니라 구축하

고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예술정보를 필요로 하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예

술가 여러분들과 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향후 컨설팅 제공 및 워크숍,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정확한 정보가 필요

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술가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과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서
문

/구
조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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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대한 한국어 번역 및 한국어 음차표기를 우선적으로 사용

영어 기관명을 우선적으로 병기하되, 영어 기관명이 없는 경우 원어 기관명 사용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이름. 표기방식은 기관명과 동일

레지던스가 개최되는 스튜디오의 주소 및 연락처

URL의 경우 레지던스 해당 페이지가 아닌 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URL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가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① 기관명

② 프로그램명 

③ 주소 

④ 연락처 

[레지던스 디렉토리 구조설명]

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

I. 대륙   유럽 -> 북아메리카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아프리카 -> 국내 순서

   i. 국가   한국어 음차표기 가나다 순서

    i) 기관   한국어 번역 및 음차표기 가나다 순서

      ㆍ 레지던스 프로그램   한국어 번역 및 음차표기 가나다 순서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번역)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세미나   일주일에 1회 프로젝트 토론 

강연

공연   현대 음악 및 실내악 연주회

기타   영화상영, 시낭송, 초청강연, 당일여행 등의 행사참여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및 작곡가 스튜디오 3개

   120석의 음악실 및 회의실; 400석의 실외 그리스 극장 

   도서관; 복사기, 프린터, 마이크로 필름 투영장치microfilm reader(35mm), 

영어 키보드 전기타자기 구비;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지원금   총 $2,500

숙박   기본가구 및 중앙난방이 구비된 아파트 13개; 정원, 중국식 테라스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

기타   기차역과 평일에 시내 위치한 슈퍼마켓 이용 시 미니 밴 제공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레지던스 펠로우십 
Resideny Fellowship 

1, avenue Jermini
13260 Cassis, 

France 
www.camargofoundation.org

apply@camargofoundation.org

까마르고 재단 Camargo Foundation
①

②

⑤

⑥

⑦

⑧

⑨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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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목록
I. 장르 별 색인   전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일반 장르 별로 세부장르, 운영프로그램, 지원

항목, 입주기간 항목에 따라 한글 기관명 가나다 순서로 정리한 목록

II. 기관명 한글 색인   한글 기관명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한 목록

III. 기관명 영문 색인   영문 혹은 원어 기관명을 ABC 순서로 정리한 목록

⑤ 장르

⑥ 프로그램

⑦ 지원항목

⑧ 입주기간

⑨ 본인부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일반으로 나누고 장르별 세부장르 명시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르 및 세부장르 구분을 명기하였으나

불명확하고 모호한 구분이 있어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장르 별 레지던스 프로그램들 간의 항목비교는 뒤 색인부분을 참고할 것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관 기관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기간 중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운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워크숍,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출판, 전시, 공연 등으로 

분류하여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기하였으나 기관 별로 사용하는 용례가 불명

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음

레지던스 유형이 은둔형 혹은 리트릿retreat형의 거주 프로그램으로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항목 자체를 표기하지 않음

장르 별 레지던스 프로그램들 간의 항목비교는 뒤 색인부분을 참고할 것

주관 기관에서 레지던스 참여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혹은 지원하는 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작품제작비, 생활비, 항공료, 여행비, 숙박, 식사 등으로 분류하여 기관에서 제

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기하였으나 기관별로 사용하는 용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스튜디오의 경우, 작업 스튜디오를 포함 해당 프로그램 거주 예술가들에게 이용이 허락된 각종 

작업장, 작업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보 게재

작업스튜디오와 숙박시설이 통합된 경우에 주거복합형 스튜디오로 통칭하였으며, 분리 제공하는 

경우 작업공간은 스튜디오에, 숙박시설은 숙박 항목에 명기

기관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참여 예술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 기간

레지던스 주최기관에서 예술가의 부담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⑦지원항목을 제외한 모든 소요경비 및 준비물이 예술가 본인이 직접 부담

해야 할 것

‘까마르고 재단’의 경우, 기관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 지원금, 숙박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한 레

지던스 활동에 필요한 일체비용 - 항공료, 생활비, 작업을 위한 재료비, 식사비용 등 - 이 예술가

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항목

‘까마르고 재단’과 같이 본인부담 항목 자체가 생략된 경우는 본인부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

라 기관에서 참여자 부담 사항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서
문

/구
조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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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
Residency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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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스튜디오 프로그램
Gueststudio program

Tamboerstraat 9
3034 PT Rotterdam

The Netherlands 
www.duendestudios.nl

+31-(0)6-24522757 
info@duendestudios.nl

Marleen van Wijngaarden / 
m.v.wijngaarden@gmail.com 

장르  시각예술 (영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작업 과정에서의 리서치 결과물, 패널 토의, 온라인 프로젝트,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등에 관해 발표

전시   갤러리 설치 작업 ㅣ 해당기관에서 발표하는 주제와 관련한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여행비

기타   PD/PDP, Blender, Dynebolic, Linux 프로그램 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보조지원

입주기간  2-5개월

본인부담  숙박

네덜란드
Netherlands

AiR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AiR the Netherlands Media Art 
Institute Residency 

Keizersgracht 264 
1016 EV Amsterdam 

The  Netherlands
www.nimk.nl

+31-(0)20-6237101
 info@nimk.nl 

Susanne Jaschko / susanne@nimk.nl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The Netherlands Media Art Institute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건축/디자인/이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강연

전시   레지던스 체류 기간 중 스튜디오나 외부 공간에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총 3개의 스튜디오 ㅣ 스튜디오 T 내 거실 및 개인 침실 구비, 

DSL 인터넷 연결 (2층, 70㎡, 높이 4.5m) ㅣ 스튜디오 H 내 인터넷 연결 

가능하며 침실 및 거실은 외부에 위치 (1층, 60㎡, 높이 4.5m) ㅣ 스튜디오 V

내 거실, 개인 침실 구비, 인터넷 연결 가능 (2층, 70㎡, 높이 4.5m) 

숙박  스튜디오 내 개인 침실 제공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300

듀엔드 스튜디오 Duende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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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아뜰리에
De Ateliers

Stadhouderskade 86
1073AT Amsterdam

The Netherlands
www.de-ateliers.nl
+31-(0)20-6739359

office@de-ateliers.nl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건축)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1년에 한번 개최

세미나

워크숍   간학문적이고 실험적인 협동작업 수행을 위한 4종류의 기술 워크숍

제공 ㅣ 이미지/사운드 작업을 위한 사진, 필름,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미디어

워크숍 ㅣ 판화 작업을 위한 그라비어, 레터프레스, 실크스크린, 플라노그라피

워크숍 ㅣ 공예 작업을 위한 채색, 성형, 도자 및 유리 공예 워크숍 ㅣ 구성

작업을 위한 금속, 목재, 전자공학electronics, 미세역학fine mechanics 워크숍 
ㅣ 워크숍 관련 기술인력 지원

강연

지원항목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매주 화요일 예술강사 및 비평가 방문

강연   1년에 2회 (봄/가을) 예술가들의 좌담회 개최, 그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 됨 ㅣ 레지던스 참가자

에게만 공개하는 강연 개최

전시   암스테르담의 스타드하우더스카더Stadhouderskade에서 매년 5월 전시

ㅣ 참가자는 레지던스 기간 2년째에 그 동안 제작한 작품을 전시

기타   고대, 현대 미술 분야의 미술관, 기념물을 관람하는 스터디 투어 

지원항목  

스튜디오   23개의 스튜디오(70-100㎡) 

   목재, 금속 작업을 위한 설비가 구비된 스튜디오 ㅣ 흑백 사진 작업을 위한

암실 ㅣ 비디오 몽타주 작업을 위한 간단한 리코딩 및 재생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구비된 비디오 스튜디오 ㅣ 스튜디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이용 가능

   도서실 ㅣ 인터넷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 ㅣ 공중전화 

지원금   1년 €9,700

숙박   암스테르담 중심부와 동부, 교젠벨트에 위치한 13개의 아파트를 제공 

식사   커피, 차만 제공

입주기간  1년-2년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225 

드 아뜰리에 De Ateliers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Rijksakademie residency 

Sarphatistraat 470 
1018 GW AMSTERDAM 

The Netherlands 
www.rijksakademie.nl

+31-(0)20-5270300
directie@rijksakademie.nl

라익스 아카데미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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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디자인/미술이론)

프로그램 

기타   프로젝트 수행 시 각 분야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ㅣ 공공 프로

그램 및 이벤트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총 7개의 스튜디오 오디오-비디오 스튜디오 ㅣ 컴퓨터 스튜디오

ㅣ 인터넷 가능한 출력실 ㅣ 사진 스튜디오 ㅣ 그래픽스튜디오 ㅣ 목재스튜

디오 ㅣ 금속 스튜디오

   시각예술자료 도서관

지원금  1년 €8,840

입주기간  1개월-2년

본인부담  숙박

연구 프로그램
The Research Program 

Academieplein 1
6211 KM Maastricht

The Netherlands
www.janvaneyck.nl

+31-43-350-3737
info@janvaeyck.nl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Jan Van Eyck Academie

스튜디오   오디오, 컴퓨터, 그래픽, 필름, 사진, 목재, 세라믹, 금속, 뉴미디어,

착색, 성형, 비디오 등 여러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50개

   프로젝트룸 5개

   36,000여 권의 도서, 6,000점 이상의 프린트 및 드로잉 작품, 1,000여 

점의 조각품 외 비디오 및 현대작품이 소장된 도서관

   해당기관 참가자 및 프리드 로마 수상자의 작업에 대한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CD-Rom 등 700여 개의 파일이 구축된 아카이브

지원금   1년 €11,000 

작품제작비   €1,950 

숙박 

입주기간  1-2년

본인부담  참가비 €2,0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년 €12,500을 라익스 아카데미로 직접 지원하며,

이는 한국 참여작가의 스튜디오 사용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한국 

참여작가는 레지던스 참가비 €2,000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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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내 작업대, 이젤 2개, 기본 작업 도구 구비 (65㎡, 

높이 4m)

숙박   숙소 내 침실, 주방, 욕실, 세탁 시설 구비, 인터넷 가능 (55㎡)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600

장르  시각예술 (디자인/섬유예술)

프로그램 
기타   테크놀로지 폐품을 활용한 의류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ㅣ 참가자는

V2 연구소의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의 도움을 받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유연한 섬유형 회로 및 전자 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착용가능

한 디자인으로 견본품을 제작함

지원항목
지원금   총 €3,000 

여행비   총 €250

숙박   로데르담 시내에 위치한 숙소

입주기간  3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공예/건축/디자인/복합미디어)

프로그램 

기타   레지던스 마지막 주 화요일 진행하는 최종 발표 ㅣ 조각, 사진, 설치 등 

작업 결과물에 대한 소개 혹은 세라믹 등 작업 과정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세라믹 작업 시설 구비 ㅣ 24시간 이용 가능

   인터넷 가능한 인포메이션 센터 ㅣ 도서관

지원금  매주 €59

작품제작비  매주 €57 ㅣ 참가자  중 별도로 심사하여 지원

숙박   개인 숙소 

기타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3개월

V2 소프트 테크놀로지 예술가 레지던스 
V2  A-i-R proposals: Soft Techology

Eendrachtsstraat 10
3012 XL Rotterdam

The Netherlands 
www.v2.nl

+31-10-206-7273
Piem Wirtz / piem@v2.nl

V2 V2_ Institute for the Unstable Media

M4 가스트 아틀리에
M4Gastatelier

Da Coastakade 158 
1053 XC Amsterdam

 The Netherlands
www.m4gastatelier.nl

+31-20-6890975
m4gastatelier@xs4all.nl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Stichting M4Gastatelier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Residency for young participants

Zuid-Willemsvaart 215 
5211 SG ’s-Hertogenbosch 

The Netherlands
www.ekwc.nl

+31-73-6124500 
info@ekwc.nl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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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평론/공예/

        건축)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메인스튜디오 및 워크숍 공간 내 암실, 표면처리실, 프레스기, 창고

공간, 간이식당 구비 (670㎡)

   총 5개의 스튜디오 중 해외참가자를 위한 스튜디오 1개 (50㎡, 천정 높

이 5-6m)

   사진작업을 위한 데이터 룸 ㅣ 비디오 편집실 ㅣ 카메라와 그 밖의 필요한

장비들 대여 가능

지원금   일반 프로그램  매월 NOK 6,700 

           연구 및 그룹 프로그램 매주 NOK 1,200 

숙박   침실 3개가 구비된 숙소 1곳 (91㎡) ㅣ 침실 2개가 구비된 숙소 2곳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초대 작가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슬라이드 강의 형식의 작품 발표

전시   프로젝트 갤러리 바벨Babel에서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학교 교실을 개조한 스튜디오 2개 (50㎡, 높이 3.8 m)

   목재, 금속, 판화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ㅣ 16mm 영화 및 비디오 작업실

ㅣ 암실 ㅣ 컴퓨터실

숙박   2인용 아파트 2개 ㅣ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냉장고, 스토브, 간이침대,

담요, 타월, TV, DVD, 전화기 구비

입주기간 1-3개월

노르웨이
Norway

NKD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Nordic Artists’ Centre Residencies

N-6963 DALE
Norway

www.nkdale.no
+47-5773-72207

 artists.nkd@c2i.net

북유럽 예술가 센터 The Nordic Artists’ Centre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Mellomvn 5
7042 Tr.heim 

Norway
www.lkv.no

+47-7351-3515
lademoen@online.no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Lademoen Kunstnerverkst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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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네스 코뮌 예술가 레지던스
Sandnes Kommune Artist in Residence 

Postboks 583 
4305 Sandnes 

Norway
www.sandnes.kommune.no

postmottak@sandnes.kommune.no

TAOH 레지던스
TAOH residency

P.O. Box 1590
NO-4093 Stavanger

Norway
www.touscene.com

+47-51-53-0595
annemarte@touscene.com

Tou Scene Tou Scene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전시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25㎡) ㅣ 주방 및 욕실 공동사용

입주기간  2주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지원항목  

스튜디오   Stasjon-K아트 스튜디오www.stasjon-k.com에서 작업 (60㎡) ㅣ 

14명의 예술가가 작업 가능하며, 간이 주방, 화장실 구비

지원금   매월 €1,000

숙박  스튜디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 

입주기간  1-3개월

산네스 코뮌 Sandnes Kommune

(67㎡) ㅣ 침실 1개가 구비된 숙소 2곳 (56㎡)

   각 숙소 내 화장실, 주방, 거실을 갖추고 있음 ㅣ 손님방 2개

입주기간  일반 프로그램 3-6개월

연구 및 그룹 프로그램 4-6주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67㎡, 높이 3.2m)

             방음설비된 작가 및 작곡가 스튜디오 (47㎡, 높이 3.2m)

             무선 인터넷 가능

숙박   항만에 위치한 숙소 2곳 (각 21㎡) ㅣ 싱글 침대, 소파 침대, 냉장고 

및 주방 용품, 침대시트와 수건 등 구비

기타  NOK 500,000의 예치금으로 현지 휴대폰 사용 가능

입주기간  3개월

USF 레지던스
USF Residency

Georgernes verft 12 
NO-5011 Bergen 

Norway
www.usf.no

+47-55-30-7410
air@usfverftet.no

USF USF(The United Sardine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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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유료 워크숍 프로그램 중 1개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 ㅣ 

추가적 참여를 원할 경우 수강료 지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대형 스튜디오 2개 ㅣ 석고 스튜디오 ㅣ 유리 공예 스튜디오 ㅣ 

사진 스튜디오

   2개의 가스 가마 (1m³+250L), 3개의 나무 가마 (500L), 소다 가마(300L), 

Cross-Draught(3m³) 라꾸 가마, 4개의  전기 가마(800L/1000L/250L 2개)

구비

   창고 ㅣ 슬라이드 강의실

숙박  1-2인 숙소 ㅣ 주방 및 욕실 공동사용 ㅣ 자료실

   자전거 대여 가능

   세탁시설 유료 사용 (DKr10/ 1회)

기타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1-6개월

   * ICRC 예술가 레지던스는 유료 프로그램이지만“예술가 레지던스 시상”

을 통한 기금 지원 가능

본인부담  스튜디오비 매월 DKK2,500 ㅣ 숙박비 매월 DKK1,200-2,600

             작업관련 설비 사용료 

덴마크
Denmark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 Guldagergard

ICRC 예술가 레지던스
ICRC Artist-in-Residence

Heilmannsvej 31A
DK-4230 Skælskør

Denmark 
www.ceramic.dk

+45-5819-0022
ceramic@ceramic.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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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원항목  

스튜디오   1개 (35㎡)

지원금   임대료, 관리비, 인터넷 및 전화요금이 포함된 스튜디오 사용료 지원

작품제작비   재정 상태에 따라 작품 제작비 일부 지원

항공료

숙박   기본가구가 구비된 숙소로 스튜디오와 연결되어 있음 (38㎡) ㅣ 인

터넷 및 전화 무료 사용 

입주기간  4개월 

독일
Germany

*블루멘*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Das Artists-in-Residence Programm 

*blumen*

Kolonnadenstr. 20 
04109 Leipzig 

Germany
www.residence-blumen.de

contact@residence-blumen.de

*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blumen* Künstlerresidenz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네트워크 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3개월에 한 번 개최

출판   연 간 거주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사진과 글을 담은 책자 발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대형 스튜디오 10개 ㅣ 공동주방과 화장실 구비

숙박  개인 침대, 샤워실 및 주방 공동 사용

입주기간  3개월, 6개월 

본인부담  숙박을 포함하는 참가비 매월 €450

             숙박을 제외한 참가비 매월 €400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GlogauAIR Artist in Residence Programme

Glogauerstr. 16 
10999 Berlin 

Germany
www.glogauer.net

+49-30-612-2275
 info@glogauer.net

글로가우AIR GlogauAIR g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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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영상/뉴미디어)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전시

장르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내 작업 관련 시설 및 도구 구비  

지원금   매월 €1,400

생활비   거주 공간의 규모에 따라 공과금 일부 지원

숙박   숙소 내 TV, 전화, 팩스 구비 ㅣ 공동 주방

입주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탄츠플란 포츠담: 예술가 레지던스
Tanzplan Potsdam: Artists in Residence

Schiffbauergasse 10 
14467 Potsdam 

Germany
www.fabrikpotsdam.de

 +49-(0)331-2800314
 residenzen@fabrikpotsdam.de

장르  공연예술 (무용)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매년 여름 안무작업주간 진행 ㅣ 창작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작업형식에 관한 학습, 협동 작업 참여

공연   파브릭 포츠담의 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무용 카페트가 깔린 스튜디오 1개 (100㎡)

              마루Parquet바닥 스튜디오 2개 (각 70㎡)

              분리 가능한 대형홀 (550㎡)

지원금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작품제작비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숙박

입주기간  1-3개월

장학 레지던스
Stipendienaufenthalt

Postfach 1342 
29433 Lüchow (Wendland) 

Germany
www.kuenstlerhof-schreyahn.de

+49-058-41-126-131
Axel Kahrs  / axel.kahrs@t-online.de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Niedersächsische Stipendiatenstätte Künstlerhof Schreyahn

디 파브릭 포츠담-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Die fabrik Potsdam - Internationales Zentrum für Tanz und Bewegungskunst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창작 지원금
Edith-Ruß-Haus für Medienkunst 

ARBEITSSSTIPENDIUM

Peterstraße 23 
D-26121 Oldenburg 

Germany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Edith-Ruß-Haus für Medien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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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50㎡)

지원금   매월 €760

생활비   관리비 보조금 매월 €60

숙박   방 2개 ㅣ 주방, 욕실 ㅣ 중앙난방

입주기간  1년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

        공연예술 (다원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크숍 진행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19세기 초 농장 2개를 개조한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6개

              공방 ㅣ 행사실 ㅣ 전시실

지원금   총 €1,025 ㅣ 지원금 중  매월 아파트 및 스튜디오 사용료 

€100-200 공제

숙박

입주기간  6개월

장르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워크숍 진행

발트라이트 장학금
Baldreit-Stipendium                    

Marktplatz 2
76530 Baden-Baden 

Germany
www.baden-baden.de
+49-(0)7221 93-23 08

Petra Heuber-Sänger /
petra.heuber-saenger@baden-baden.de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Schul-,Kultur- und Sportamt der Stadt Baden-Baden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
/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Stipendium für Bildende Kunst 
Stipendium für Mixed Media/New Media

Feuerstiege 6 
48624 Schöppingen 

Germany
www.stiftung-kuenstlerdorf.de

+49-2555-93810
info@stiftung-kuenstlerdorf.de

현대음악 작곡 및 실험음악 예술가 레지던스
Aufenthaltsstipendien 

für experimentelle Komposition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Stiftung Künstlerdorf Schöppingen

www.edith-russ-haus.de
+49-0441/235-32 08

nfo@edith-russ-haus.de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개

              전시공간 및 프레젠테이션 공간

지원금   총 €10,000

숙박  아파트 2개

입주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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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2개 (총 48㎡) 

지원금   총 €750 ㅣ 지원금 중 스튜디오 임대료 €200 공제

숙박   주방, 샤워실, 세탁기

입주기간  2-3개월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건축)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기간 종료 후 재단 갤러리에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3-12개월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Das internationale Atelierprogramm

Koenigsallee 30/32
14193 Berlin-Grunewald

Germany
www.stiftungstarke.de

+49-30-8-25-76-85
info@stiftungstarke.de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곡가를 위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개

지원금   총 €1,025 ㅣ 지원금 중  매월 아파트 및 스튜디오 사용료 

€100-200 공제 

숙박

입주기간  3-6개월

슈타르케 재단 Stiftung Starke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Stipendium im GEDOK Atelierhaus 

Lübeck

lashüttenweg 17-19
23568 Lübeck 

Germany
www.gedok-schleswig-holstein.de

+49-(0)451-31432 / 64517
Aloisia Taurit  / taurit@fh-luebeck.de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Land Schleswig-Hol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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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로스 플뤼쇼브 예술가 레지던스
Schloss Plüschow Arbeitsstipendium

Am Park 6
23936 Plüschow  

Germany
www.plueschow.de
+49-(0)3841-61740

mail@plueschow.de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번역/평론)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평론/건축/

        디자인)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문화일반

프로그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거주복합형 스튜디오 45개 ㅣ 가족을 위한 스튜디오 2개

지원금   매월 €1,000

작품제작비   1회 제공

여행비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기관으로 오는 경비 및 작품 운송비 지원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가구 구비,  전기, 수도, 난방 무료

기타   유럽 외 작가의 경우 의료 보험료 지급 ㅣ 참여작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 재정 지원 가능

입주기간  6-12개월 

슐로스 플뤼쇼브 Schloss Plüschow

장르  시각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내 개인작업대 및 선반 구비 ㅣ 스튜디오 1 (75.30㎡, 

작업공간 35.20㎡) ㅣ 스튜디오 2 (100.70㎡, 작업공간 60.70㎡) ㅣ 스튜디오

4-6 (94.50㎡, 작업공간 49.00㎡) 

   에칭 작업실 ㅣ 도서실

지원금   총 €900

숙박   기본 가구가 구비된 숙소 ㅣ 공동 주방, 욕실 ㅣ 손님용 침대 별도 제공

입주기간  3개월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Residence Fellowship Program

Solitude 3 
70197 Stuttgart

Germany
www.akademie-solitude.de

+49-711-99-61-90
mail@akademie-solitude.de

Jean-Baptiste Joly / jbj@akademie-solitude.de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Akademie Schloss So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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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기간 만료 전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건물 1층에 위치한 스튜디오 1개 (57㎡)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에슬링엔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ㅣ 장소는 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작가에게 해당시설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45㎡)

지원금   매월 €1,000

숙박

입주기간  3개월

에슬링엔 반베르터 장학금
Esslinger Bahnwärter Stipendium

Postfach 10 03 55  
73726 Esslingen 

Germany
www.esslingen.de

+49-711/3512-2644
Jessica Epp / jessica.epp@esslingen.de

에슬링엔 시 Stadt Esslingen am Necker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예술가 레지던스 
Künstlerhaus Dortmund 

Artist in Residence Programme

Sunderweg 1 
D-44147 Dortmund 

Germany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Künstlerhaus Dortmund

슐로스 블레케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Ihr Interesse an der Künstlerstätte 

Schloss Bleckede

Landkreis Lüneburg
Fachdienst Schule und Kultur

Auf dem Michaeliskloster 4
D-21335 Lüneburg

Germany
www.kuenstlerstaette-bleckede.de

+49-4131-26-1360
info@halle-fuer-kunst.de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6월 중 1주간 개최

작가와의 대화

전시   블렉케데 성 또는 뤼네부르그 내에서 전시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블렉케데 성의 방을 개조한 스튜디오 3개 ㅣ 전화, 팩스, 이젤 

구비,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지원금   매월 €1,400

숙박   3개의 아파트

입주기간  3개월, 6개월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Künstlerstätte Schloss Bleck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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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사진/설치/뉴미디어)

프로그램 

전시   개인전 개최

공연   강독회 1회

기타   매주 금요일  바Bar에서 영화상영, 강독회, 탱고 등의 문화행사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그래픽 및 사진 전공 시각예술가를 위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약 40㎡) ㅣ 회화 전공 시각예술가를 위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약 50㎡) 
ㅣ 문학 작가 스튜디오

   갤러리, 암실 ㅣ 프레스기 구비

지원금   매월 €700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공동 주방, 테라스, 개인 욕실 ㅣ 전화기, 인터

넷 가능한 컴퓨터 구비 

기타   개인전 보조금 1인당 1회 지원

입주기간  6개월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Wohn-und Arbeitsstipendium

Elbstraße 54
21481 Lauenburg/Elbe

Germany
www.kuenstlerhaus-lauenburg.de

+49-4153-592649
info@kuenstlerhaus-lauenburg.de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Künstlerhaus Lauenburg/Elbe

www.kuenstlerhaus-dortmund.de
 +49-(0)231-820304

 office@kuenstlerhaus-dortmund.de

숙박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소형원룸 숙소 1개 (20㎡) 

기타   기술 인력 지원 

입주기간  3개월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번역/각본)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공예/그래픽/디자인/북아트)

        공연예술 (무용/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문이 열리는 날Tag der offenen Tür”

이라는 명칭으로 전시, 강독회, 콘서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참가자의 작업세계를 소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4개 (22㎡) ㅣ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3개 (12, 13, 23㎡)

   도서관 ㅣ 암실

   전동 타자기,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터, 피아노 1대는 필요에 따라 제공

창작활동-거주장학금
Arbeits-bzw.Autfenthaltsstipendium

프로젝트 장학금
Projektstipendien

Dorfstraße 35 
18347 Ahrenshoop 

Germany
www.kuenstlerhaus-lukas.de

+49 (0)3 82 20 / 69 40
post@kuenstlerhaus-lukas.de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Künstlerhaus Lu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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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건축)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매년 20-30개 정도의 전시, 작품발표, 공연 등 프로젝트 워크숍

추진

전시   해당 기관에서 개인전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스튜디오 25개

입주기간  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간 1명의 한국 작가를 선정하여 1년 체제비 

€16,800와 귀국보고전을 위한 지원금 6,000,000원 및 항공료를 지원한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International Studio Program

Mariannenplatz 2 
10997 Berlin 

Germany
www.bethanien.de

+49 30 616903-0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Künstlerhaus Bethanien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25㎡)

   음향, 컴퓨터, 영화, 흑백사진, 비디오 작업이 가능한 시청각 스튜디오

   출판, 석판화, 고무판화, 스크린 날염 작업이 가능한 인쇄 및 판화 작업

시설 구비

   도자 스튜디오 ㅣ 어린이 스튜디오

입주기간  1년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50 ㅣ 숙박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아틀리에 장학금

Atelierstipendium

Reuchlinstr. 4B 
70178 Stuttgart 

Germany
www.kuenstlerhaus.de

+49-0711-617652
Benno Löning / bl@kuenstlerhaus.de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Künstlerhaus Stuttgart

   사전 협의를 통해 아렌숍시 슈트란트할레에 위치한 판화스튜디오, 클랑갤

러리, 로슈록 음악/공연 학교의 전문음악시설 사용 가능

지원금   매월 €500-1,000 

숙박   스튜디오 분리형 숙소 4곳 (12㎡)ㅣ 샤워 시설 ㅣ 전화, 냉장고, TV, 

라디오, 카세트, CD 플레이어, 구비 ㅣ 공동 주방 2개 ㅣ 테라스 2개 ㅣ 무선

인터넷 가능

   게스트룸 1개

    5대의 자전거 이용 가능

입주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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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프로그램 
전시   정기적으로 전시 및 프레젠테이션 진행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2개의 개인 스튜디오 내 전기, 수도, 난방 시설 구비 (17㎡/27㎡)   

   목재, 금속 스튜디오 ㅣ 암실 ㅣ 비디오 편집실

   현대예술 관련 서적 및 각종 잡지 등 5,500여 권이 비치된 도서관

   인터넷  무료 이용 가능

지원금   매월 €1,200

숙박   기본가구, 욕실 및 화장실, 전화, 인터넷 가능한 1인실 숙소 (16-20㎡)

입주기간  6개월

장르  문화일반 (예술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현대예술 관련 서적 및 각종 잡지 등이 5,500여 권이 비치된 도서관

   인터넷 무료 이용 가능

지원금   매월 €1,200

숙박  기본가구, 샤워실 및 화장실, 전화, 인터넷 가능한 1인실 숙소 (16-20㎡)

입주기간  6개월

거주 장학금, 프로젝트 장학금
Anwesenheitsstipendium, 

Projektsstipendium

Villenpromenade 11 
D-56130 Bad Ems 

Germany
www.balmoral.de

+49-2603-94190
info@balmoral.de

예술론 장학금
Theory scholarship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Künstlerhaus Schloß Balmoral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전시  

공연   강독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8개 (20-60㎡) ㅣ 피아노가 구비된 작곡가

스튜디오  2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Künstlerförderung

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 
Bettina-von-Arnim-Str. 13 

14913 Wiepersdorf 
Germany

www.schloss-wiepersdorf.de
+49-3-37-46 / 6-99-0

info@schloss-wiepersdorf.de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Künstlerhaus Schloss Wiepersdo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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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Künstlerhof Roter Ochse Das Stipendium

Elisabethstr. 8-10
98553 Schleusingen 

Germany
www.roter-ochse-schleusingen.de

+49 (03 68 41) 4 74 65 
Klaus-D. Niemann / 

 klausdniemann@compuserve.com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Künstlerhof Roter Ochs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 residency programme

Bergstraße 1
27726 Worpswede

Germany
www.kuenstlerhaeuser-worpswede.de

+49 0 47 92 / 13 80
 info@artistresidency.net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건축/디자인/그래픽/사운드 아트)

        공연예술 (연극/음악)

프로그램 

출판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가족과 거주 가능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0개 (40-115㎡)

지원금   매월 €140

숙박   기본가구 구비

입주기간  3개월, 6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월 €140 ㅣ 청소 비용 €80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Künstlerhäuser Worpswede

   독일어권 문학, 예술, 음악, 철학 중심의 약 7,500여 권이 비치된 도서관

   컴퓨터실 내 작업용 PC 4대, 컬러 레이저 프린터 구비, 인터넷 가능  

   소규모의 흑백사진용 암실 

   푀어스터Förster 그랜드 피아노 1대 ㅣ 침머만Zimmermann 소형 그랜드 

피아노 1대 ㅣ 푀어스터Förster 피아노 1대 ㅣ 쳄발로 1대 ㅣ 신디사이저 

Roland E-38  

   슬라이드 프로젝터 2대 ㅣ 오버헤드 프로젝터 1대 ㅣ 비디오 프로젝터 1대

ㅣ S-VHS 비디오레코더 1대 ㅣ VHS 비디오레코더 2대 ㅣ DVD 플레이어 1대

본인부담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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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장소와 연계되어 해당 공간이 갖는 역사와 지형학적 

측면, 사회적 맥락, 생태와 관련한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등 아마추어 및 

관중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협력 프로젝트 진행

전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혹은 종료 후 기관에서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1차 심사 통과자 €500

           최종 선발자 €4,000

작품제작비   사전에 협의한 범위 안에서 재료, 대외홍보 및 전시 비용 지원

숙박   1차 통과자의 경우 아이디어 워크숍 기간 동안 숙소 제공 

         최종 선발자에게는 창작 기간 동안 아파트 제공 

         숙소 내 개인 샤워시설 구비

식사   1차 통과자에게 아이디어 워크숍 기간 동안 제공 

         최종 선발자는 공동 주방에서 각자 해결

입주기간  정확한 기간은 프로젝트 시작 전에 기관 책임자와 상의 후 결정

프로젝트장학금 “예술과 소통하기”
Projectstipendium “KunstKommunikation”

Klosterstr. 10 
48477 Hörstel 

Germany
www.da-kunsthaus.de

+49 0 54 59 / 91 46 - 0
Gerd Andersen  / 

gerd.andersen@kreis-steinfurt.de

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DA, Kunsthaus Kloster Gravenhorst

생활비   공과금을 포함 한 생활비 매월 €650  

숙박   욕실, 화장실, 주방, 침실 2개가 구비된 1-2인용 숙소

기타   기관장과 협의하여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의 일반 시설 이용 가능 

        행사, 전시회, 인적 네트워킹 지원

입주기간  6개월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문화일반 (영화)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 성격에 따른 스튜디오 배정

              전시공간 베를린 DAAD 갤러리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The Artists-in-Berlin Programme 

Markgrafenstraße 37 
D-10117 Berlin 

Germany
www.berliner-kuenstlerprogramm.de

+49-30-20-22-08-20
bkp.berlin@daad.de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berliner künstler-programm des d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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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영상)

        공연예술 (연극/무용)

프로그램 

강연   전문인을 위한 공개 강연 ㅣ 일일 오픈 전문 강좌 진행

공연   전문 기술 감독과의 무대 리허설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63-173㎡)

              기술 장비가 구비된 리허설 무대 2개  

장르  공연예술 (무용)

프로그램 

워크숍   드라마투르기, 문화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재원조성, 공연테크닉,

무용이론과 관련한 워크숍 제공

   함부르크 대학의 공연예술석사과정과 협력한 프로그램 참여

공연   K3가 속한 문화공간 캄프나겔www.kampnagel.de에서 프로젝트 공연

기타   프로덕션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드라마투르기, 조직, 기술 및 홍보업무 지원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기관과 협의

작품제작비   소액의 프로덕션 예산 지원

숙박

입주기간  9개월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PACT Zollverein Residency 

Bullmannaue 20a 
D-45327 Essen 

Germany
www.pact-zollverein.de

+49-201-289-4712
Katharina Charpey / 

katharina.charpey@pact-zollverein.de

PACT 졸버라인 PACT Zollverein

K3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me

Jarrestraße 20 
22303 Hamburg 

Germany
www.k3-hamburg.de

+49 040 / 270949-45
tanzplan@kampnagel.de

K3-안무센터/탄츠플란 함부르크
K3 - Zentrum für Choreographie / Tanzplan Hamburg

지원금   매월 지원금 지급 

작품제작비   베를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작품제작비 지원

여행비   항공료 등의 여행 경비 

숙박   아파트 

기타   독일어 어학코스 ㅣ 건강 및 상해보험

입주기간  보통 1년 ㅣ 영화 분야 6개월 ㅣ 그 외 특수한 경우 협의를 통해

6개월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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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숙박   지역 내 게스트 숙소 제공, 최대 6인 수용 가능

기타   기술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ㅣ 매니지먼트 및 홍보 관련된 전문적 조언

입주기간  2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ㅣ 인터넷 접속 가능

   다목적실 내 PC와 연결된 비디오 프로젝터,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구비

지원금   총 CHF 1,200 ㅣ 16% 세금 공제

작품제작비   총 CHF 1,000

항공료   총 CHF 600

숙박

식사   지원금에 식비 포함

입주기간  4주

장르  문학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문화기관 방문, 지역 작가 모임, 지역 낭독회 등

기타   두 명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와 예술 코치가 지명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ㅣ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구비

지원금   매월 CHF 1,200 ㅣ 16% 세금 공제

작품제작비   총 CHF 1,000

항공료   총 CHF 600

루마니아
Rumania

시니야 유럽문화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The European Cultural Centre Sinaia 

Artist in Residence 

str. Alunis, nr.11 
Sinaia, 106100 

Romania
www.artistnest.ro

+40-244-312939
 horisiali@yahoo.com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테스카니
artist-in-residence programme-Tescani

Tescani 126, com. 
Bereşti – Tazlău, jud. Bacău

607521 
Romania

www.artistnest.ro
+40-234/353545

gabrielailas@yahoo.com / 
ldmanolache@yahoo.com

아티스트 네(스)트 Artist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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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아동문학)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 번역가가 함께하는 워크숍

작가와의대화   대중이 참여하는 파사포르테 문학살롱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실 내 컴퓨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프린터 구비

지원금   매주 €150

숙박   침실, 서재, 욕실, 테라스를 갖춘 개인숙소 제공 

        자전거와 자동차 사용 가능

식사   아침 및 저녁 식사 제공, 식당과 주방은 공동사용 

입주기간  4-8주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아동문학)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 번역가가 함께하는 워크숍

작가와의대화   대중이 참여하는 파사포르테 문학살롱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실 내 컴퓨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프린터 구비

지원금   매주 €250

숙박   침실, 욕실, 주방을 갖춘 아파트 (90㎡)

입주기간  2-4주

볼레젤 빌라 헬레보쉬
Villa Hellebosch in Vollezele

 
Antoine Dansaerstraat 46 

1000 Brussels
Belgium

www.beschrijf.be
+32(0)2 223 68 32 

Ilke Froyen/ ilke.froyen@beschrijf.be

파사 포르타 국제 문학의 집
INTERNATIONAL HOUSE OF 
LITERATURE PASSA PORTA 

네덜란드 문학 협회 Het beschrijf

숙박

식사   지원금에 식비 포함

입주기간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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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번역)

프로그램 
강연  벨기에 작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서재 보유

지원금

숙박   개인 침실 및 욕실 ㅣ TV 시청실, 거실 공동 사용

식사   공동 식당 사용 

입주기간  15일-1개월 ㅣ 연장 가능

번역가 레지던스
résidence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749, chaussée de Waterloo
1180 Bruxelles

Belgique
users.skynet.be/sky80640/informat.htm

+32-02-569-68-12
ctls@skynet.be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Collège europée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Seneffe

장르  시각예술 (영상)

프로그램 
출판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4개 ㅣ 24시간 이용 가능

   영상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구비된  G5 맥킨토시 컴퓨터 ㅣ 인터넷 

가능 

작품제작비

생활비

숙박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 내 침실 1개

입주기간  8주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60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DAS 국제 디지털 레지던스 프로그램
Digital Art Studio International Digital 

Residency Program 

37-39 Queen Street 
Belfast

Northern Ireland
BT1 6EA

www.queenstreetstudios.net
+44-028-9024-3145

digital@queenstreetstudios.net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Queen Street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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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공연   학생 문화 센터Students’City Cultural Center에서 프로젝트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식사  하루 세끼 식사 제공

입주기간  2주

세르비아
Serbia

스위스
Switzerland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Atelieraufenthalt für Kulturschaffende 

in Willisau

Müligass 7 Postfach 3260 
6130 Willisau 

Switzerland
www.stadtmuehle.ch

 +41 041 972 59 00
Stefan Zollinger / s.zollinger@stadtmuehle.ch

미라지 인터
Mirage Inter

Students’ City Cultural Center
Bulevar Zorana Djindjica 179

11070 Belgrade
Serbia

doplgenger.org
doplgenger@yahoo.com

도플갱어 Doplgenger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37㎡, 높이 약 2m) 내 책상 1개, 의자 4개,

인터넷 가능한 PC, 프린터, 전화기, 작업대, 스탠드 2개, 스테레오 1대, 유리

선반 1개 구비

생활비   매월 CHF1,500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Stadtmühle Willi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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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스위스 국철 SBS 정기권 제공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수건, 침구류, 주방용품, 식기, 세제 제공 ㅣ 세탁기

및 건조기 공동사용

기타   스위스 박물관 입장권 제공  

입주기간  3개월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예술가와의 교류시간 참여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크린 프린팅, 영상, 텍스타일, 사진, 목조각, 도예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숙박   주방, 침실, 침대 2개, 전화, TV 구비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보험 ㅣ 작품 기부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출판   입주기간 동안의 작업 과정을 책으로 출판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품제작비   총 CHF3,000

숙박

입주기간  4주-6주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Programm Altes 

Spital Solothurn 

Oberer Winkel 2
4500 Solothurn

Switzerland
altesspital.ch/topic8132.html

+41-032-626-24-44
 info@altesspital.ch

졸로투른 옛 병원 Altes Spital Solothurn

라 매종 존느 레지던스 프로그램
La Maison Jaune Residency Program 

PARKSTRASSE 3780 GSTAAD 
Switzerland

www.patricialow.com
+41-33-744-88-04

residency@patricialow.com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Patricia Low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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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Spain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공예/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260㎡) 내 판화, 금속 작업을 위한 설비 구비 ㅣ 회화 

및 다용도 스튜디오 3개실 (35㎡, 50㎡, 75㎡)

   개인 스튜디오로 사용 가능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개 (20㎡)

   야외스튜디오  

   세미나실 내 인터넷 사용가능, DVD, 프로젝터, 모니터  구비

지원금   시각예술 및 문학분야의 작가를 선정하여 레지던스 비용의 약 40%

지원

숙박   다양한 크기의 침실 14개 ㅣ 화장실 및 주방 공동 사용

입주기간  1일-3개월 ㅣ 장학금을 받은 예술가의 경우 30일-90일간 거주

본인부담  보증금 €220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내 기술장비 구비

생활비  매월 €1,500

항공료  왕복항공료

숙박

입주기간  2개월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Can Serrat Residency Programmes 

Masia Can Serrat
08294 El Bruc

Barcelona
Spain

www.canserrat.org
+34-93-771-0037

 info@canserrat.org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Can Serrat International Art Cent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L PROGRAMA ARTISTAS EN RESIDENCIA 

Los Prados, 121, 33394 Gijón
Spain

www.laboralcentrodearte.org
+34-985-185-577

educacion@laboralcentrodearte.org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LABoral Centro de Arte y Creacion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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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Slovakia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Bridge Guard Residence 

INFOGEM AG
Rütistrasse 9

CH-5401 Baden
Switzerland

www.bridgeguard.org
+41-56-222-6532

 Karol Frühauf  / karol.fruehauf@infogem.ch

장르  시가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

지역연계 프로그램   공립예술학교의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참여 ㅣ 지역 내 고등학생과 최소 1회 토론회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인터넷 가능한 스튜디오

생활비   매월 CHF500

숙박   기본 가구가 구비된 숙소 ㅣ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창고

입주기간  3-6개월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Bridge Guard Residential Art/Science Centre

큐레이터 레지던스 
CURATORS IN RESIDENCE 

장르  시각예술 (큐레이팅/평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생활비  매월 €1,500

항공료  왕복항공료 

숙박

입주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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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Slovenia

장르  문학 (시/소설/희곡)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작품 낭독 1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인터넷 가능한 스튜디오

숙박

식사

기타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 픽업

입주기간  3주

슬로베니아 작가 레지던스
Writers Residence in Slovenia 

Metelkova 6
1000 Ljubljana

Slovenia
www.ljudmila.org/litcenter

+38-6-1-505-1674
litcenter@mail.ljudmila.org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Center za slovensko književnost

아이슬란드
Iceland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생선공장을 개조한 스튜디오 내 작업공간 8곳 ㅣ 이젤과 기타 

공구 구비 ㅣ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공장 내 냉동창고를 활용하여 전시공간으로 사용 가능

숙박   스튜디오에서 걸어서 3-10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 3개 ㅣ 2인실 1개, 

1인실 2개를 갖춘 숙소Mánabraut 1. ㅣ 2인실 1개, 1인실 1개를 갖춘 숙소

Mánabraut 11. ㅣ 2인실 1개, 1인실 1개를 갖춘 가족형 숙소Tánbraut 5.

   모든 숙박시설 내에 주방, 화장실 및 세탁시설 구비,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

기타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 픽업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Nes listamiðstöð 

Fjörubraut 8 
545 Skagaströnd 

Iceland
www.neslist.is

+386-1-505-1674
 nes@neslist.is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Nes listamiðstö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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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Ireland

장르  시각예술 (영상/설치)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작업 결과물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영상작업에 필요한 디지털비디오, 아날로그 비디오, 디지털 오디오,

프로젝터, 디지털 카메라, 슬라이드 복사기, 스캐너 장비 구비 

지원금   총 €1,000

기타   전문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4주

본인부담  숙박

엑서사이즈 인 포카트로니카 
Exercises in Folkatronica 

37 North Great 
George’s Street

Dublin 1 
Ireland

www.visualartists.ie
 +353-01-8722296

info@visualartists.ie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Visual Artists Ireland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공예/건축)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기타   레지던스 종료 전 그룹 프로젝트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40㎡)

   전시 및 공동작업실 ㅣ 금속, 목재 작업 장비 및 가마 구비 ㅣ 회의실 ㅣ 

인터넷 가능한 공동컴퓨터

숙박   식당, 주방, 거실 ㅣ 세탁시설 구비

식사

입주기간  4주

배어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BAER ART CENTER RESIDENCY 

PROGRAMS 

Hofdastrond
566 Hofsos

Iceland
baer.is

+354-453-5090
baer@baer.is

배어 아트센터 BAER ART CENTER

입주기간  1-6개월

본인부담  숙박비 1인실 매월 €400 ㅣ 2인실 매월 €500 ㅣ 가족실 

매월 €650



유
럽

49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평론/공예/

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워크숍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기간 중 프로세스 룸The Process Room 에서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8개의 스튜디오 ㅣ 도서실

지원금   매월 €400

숙박

입주기간  2-6개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s’ Residency Programme 

Royal Hospital
Military Road

Kilmainham Dublin 8 
Ireland

www.imma.ie
+353-1-6129900

Janice Hough / janice.hough@imma.ie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IMMA (The Irish Museum of Modern Art)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연 2회의 예술가 포럼 개최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청소년, 젊은 작가들과의 협동작업 프로그램

진행 ㅣ 리알토 지역 주민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타   예술가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24시간 사용 가능한 스튜디오 (넓이 15ft x 길이 24ft x 높이 11ft)

ㅣ 조명, 난방, 화장실 구비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숙박

스튜디오 468
studio 468 

15 Tyreconnell Road
Inchicore
Dublin 8
Ireland

www.commonground.ie
+353-0-4531861

l.sisley@yahoo.co.uk

커먼 그라운드 Common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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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판화)

프로그램 
워크숍

지원항목  

스튜디오   24시간 사용 가능한 스튜디오

입주기간  최대 6주

본인부담  숙박

방문예술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International Residency for Visiting Artists 

Wandesford Quay 
Clarke’s Bridge, Cork 

Ireland
www.corkprintmakers.ie

+353-21-432-2422
info@corkprintmakers.ie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Cork Printmakers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원항목  

스튜디오   30개의 작업 공간 중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스튜디오 1개 (71㎡) ㅣ 책상, 의자를 비롯한 기본적인 가구 구비 ㅣ 무선 

인터넷 가능

   사무실 오픈 시간 중에는 사무실에 있는 사진복사기, 팩스, 컴퓨터 사용

가능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숙박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International Studio Programme 

5 - 9 Temple Bar
Dublin 2
Ireland

www.templebargallery.com
+353 1 671 0073

studios@templebargallery.com
Claire Power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Temple Bar Gallery &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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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Estonia

영국
United Kingdom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평론)

        공연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기타   에스토니아 지역의 갤러리, 큐레이터, 예술학교와의 만남 주선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41㎡) 

   미디어랩 내 miniDV 카메라, 비디오 사운드 편집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터,

DVD/VHS 플레이어, 모니터, 사운드 시스템 등 구비

   필요시 나무난로 및  전기난로 제공

지원금   해당기관 예산에 따라 창작 지원금 지급

숙박   주방, 욕실, 세탁시설을 갖춘 숙소 (17㎡) ㅣ 침구, 메트리스, 수건 제공

ㅣ 인터넷 사용 가능

입주기간  1-6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업 과정을 발표하는 오픈스튜디오로 4일간 진행됨

세미나   작가의 작품에 대한 토론회 진행

작가와의 대화   기성 작가와 일반 대중이 참가하는 작가와의 대화시간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초반에 비공식적으로 진행

개스웍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Gasworks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155 Vauxhall Street 
London SE11 5RH 

UK

개스웍스 Gasworks

MoKS 레지던스 
MoKS Külalisstuudio 

Mooste 64616
Põlva maakond

ESTONIA 
moks.ee

+37-2-5138-599
moks@moks.ee

MoKS MoKS - Center for Art and Soc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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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설치/공예/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다른 예술가들과 공동작업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기타   예술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Forge에 위치한  개인 스튜디오 3개 ㅣ 5명이 사용 가능한 공동

공간 ㅣ 야외 스튜디오 ㅣ 대형 에칭 프레스와 판화 프레스기 설비 구비 

   Fairlands Valley Farm에 위치한 스튜디오 13개 ㅣ 금속 스튜디오, 목재 

스튜디오, 대형 레지저 가스가마가 구비된 도자 스튜디오, 전기톱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 건물 외부에 있는 스튜디오 4개 ㅣ 세라믹과 유리작업이

가능한 전기가마와 개수대가 구비된 소형 스튜디오 ㅣ 유리공예 스튜디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가 구비된 사무실 이용 가능 

지원금   총 ￡400

기타   해당기관 웹사이트에 홍보 

입주기간  3년 ㅣ 5년까지 연장가능

본인부담  숙박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Digswell Arts Trust 

106 Handside Lane
Welwyn Garden City

Hertfordshire AL8 6SY
UK

www.chilternweb.co.uk/digswell
+44-0707-326109

George Woodcraft  / 
george.woodcraft@ntlworld.com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Digswell Arts Trust

www.gasworks.org.uk
+44-020-7587-5202

 marcus@gasworks.org.uk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타   예술학교방문 ㅣ 방문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킹

지원항목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스튜디오 3개

   런던 거주 작가를 위한 스튜디오 9개

   컨퓨터실 내 G4 Mac 컴퓨터 2대, 컬러 프린터 구비 ㅣ 24시간 무선 인터넷

가능

   디지털 카메라 1대, 미니 DV 카메라 대여가능

   기관에서 런던의 암실, 비디오 편집 및 인쇄 시설 등 알선 

   사무실 내에 구비된 복사기 및  팩스, 인터넷은 요청 시 사용가능

지원금

숙박

입주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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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레지던스를 종료하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

세미나   참가자의 그룹 토론 진행

작가와의 대화

출판   참가자들의 생활과 작업을 기록하여 연 1회 책자 제작

전시   레지던스 종료 전 전시 개최

기타   비평가, 큐레이터, 갤러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1-2인실 숙소

식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2주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공예/디자인) 

        공연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매주 금요일 오후 및 주말(월 1회) 포함 한달에 총 6일

워크숍

장르  시각예술 (조각)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대형 석재 조각스튜디오 내 손도구, 압축공기 도구, 리프팅 장비 및 받침대

구비 ㅣ 목재 스튜디오 내 띠톱, 둥근톱, 대패, 드릴 등 구비

   주조장, 제철소, 금속 작업시설, 주철, 모래 거푸집 주조시설 및 소형 용

선로 이용 가능

숙박  개인 숙소 ㅣ 6명의 그룹 및 가족 숙박이 가능한 별장

입주기간  1년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Sackler Centre Residency Programme 

South Kensington
Cromwell Road

London SW7 2RL
UK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레지던스 
Braziers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Residency 

c/o 164 Swaton Road
London E3 4ER

UK 
www.braziersworkshop.org

+44-020-7515-4798
info@braziersworkshop.org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Braziers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Berllanderi Sculpture Workshop 

Usk Road 
Raglan 

Monmouthshire NP15 2HR 
Wales

UK
www.berllanderi.freeserve.co.uk

+44-01291-690-268
sculpture@berllanderi.freeserve.co.uk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Berllanderi Sculptur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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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판화)

프로그램 

워크숍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판화스튜디오 내 에칭, 리토그래피, 릴리프 프린팅, 스크린 프린팅과

관련한  설비 구비

   인터넷 가능한 Mac 및 PC컴퓨터, 잉크젯 프린터, 복사기

입주기간  2주

본인부담  숙박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레지던스를 위한 스튜디오 1개 ㅣ 임대 스튜디오 4개

지원금   총 €4,200

작품제작비  총 €2,000

여행비   총 €1,000 

입주기간  2개월

본인부담  숙박

아트스웨이 프로덕션 레지던스
ArtSway Production Residency 

Station Road, Sway
Hampshire SO41 6BA

UK
www.artsway.org.uk

+44-01590-682260
mail@artsway.org.uk

아트스웨이 ArtSway

국제 방문 예술가 
International Visiting Artist 

Unit 33 Dunlop Industrial Estate
8 Balloo Drive, Bangor

BT19 7QY
County Down

UK 
www.seacourt-ni.org.uk

+44-028-9146-0595
info@seacourt-ni.org.uk

씨코트 판화 워크숍 Seacourt Print Workshop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강연, 워크숍, 갤러리 토크, 강좌 등 해당기관의 관람객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2개의 스튜디오

기타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내 시설 이용 가능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숙박

www.vam.ac.uk
+44-020-7942-2000

hr@vam.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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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겨울에 개최하는 오픈스튜디오 참여

지역연계 프로그램   여러 지역단체들과의 행사 진행

출판   큐레이터 및 비평가의 평이 실린 도록 제작

전시   1년에 2회 전시회 개최 

기타   리버풀 비엔날레, 프리즈 아트 페어, 브리티시 아트 쇼 등 각종 외부 

행사의 방문 기회 제공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 장려Alumni Program

   런던 아트마켓 등 네트워킹 확대 지원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10-12개 (200ft²) ㅣ 24시간 사용가능하며 수도, 

화장실, 주방 구비

   야외 작업 공간 ㅣ 작업에 필요한 설비 구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가능

기타   해당 기관에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선정된 입주자들이 외부 재단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있도록 지원

입주기간  1년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210-240 ㅣ 숙박

장르  문학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매월 1회 3시간 가량의 집담회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 받음

전시   레지던스 마지막 날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총 ￡2,600

기타   기술지원 ㅣ 홍보지원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숙박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Florence Trust Annual Studio Programme 

St Saviours
Aberdeen Park
London N5 2AR

UK
www.florencetrust.org

+44-20-7354-4771
 info@florencetrust.org

플로렌스 트러스트 Florence Trust

앳 홈
At Home

Oxford Road
Manchester M15 6JA

UK
www.contact-theatre.org

+43-161-274-0642
aw@contact-theatre.org

컨택트 시어터 Contact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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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공연예술 (무용)

프로그램 
워크숍   예술 코치의 개별 지도를 받는 워크숍 제공

   프로시리즈의 연구 프로젝트 참가

   코칭프로젝트의 연구 프로젝트 참가

   180여 개 세미나 및 강사 80명이 진행하는 임펄스탄츠의 테크닉 워크숍 참가

   강습 실연

공연

기타   빈의 임펄스탄츠 페스티벌 참가www.impulstanz.com

   지원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특별 프로젝트 참가 기회 제공

   기관 홈페이지 내 국제 데이터베이스 사용 및 등재 ㅣ 댄스웹 홈페이지 

내에 개인 홈페이지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연습 및 수업공간 제공

지원금   총 €3,650 ㅣ 유럽연합기금 및 오스트리아에서 지원하며, 총 

€5,500의 참여비용 중 일부 지원

숙박  

입주기간  5주

본인부담  참가비 €1,850

   *한국지원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하며, 후원기관은 본인이 직접 

선택 ㅣ 개인으로부터의 지원은 불가

오스트리아
Austria

자르댕 드 유럽 연수 프로그램
The Enhanced Jardin d’Europe 

Scholarship Programme

Museumstraße 5/21
1070 Vienna 

Austria
hanzell.dotheweb.at/jardin_d_europe

+43-1-523-55-58-3
scholarship@dancewebeurope.net

댄스웹 danceWEB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평론)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 스튜디오 8개 (35-50㎡)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4개 (54-68㎡)

론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Rondo-Artists-in-residence-program 

Kultur Service Gesellschaft Steiermark 
Glacisstraße 69  

A-8010 Graz
Austria

론도 스튜디오 Rond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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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평론)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 뷔센하우젠 또는 인스부르크에 있는 쿤스트파빌리온

Kunstpavillion에서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개인 스튜디오 내 기본가구 구비 ㅣ 시각예술 및 

미디어아트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3개

ㅣ 티롤지역 아티스트를 위한 스튜디오 6개 ㅣ 프로젝트 및 갤러리 공간 labor

의  멀디미디어 제작 장비 무료 제공

   무선 인터넷 가능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공동 주방

기타   전문가의 조언 및 비평 제공 ㅣ 기술 보조인력 지원

입주기간  10개월

국제 시각 및 미디어예술 펠로우십 프로그램
The International Fellowship Program 

For Visual And Media Arts

Weiherburggasse 13/12 
6020 Innsbruck 

Austria
www.buchsenhausen.at

+43-512-278627-10
office@buchsenhausen.at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Künstlerhaus Büchsenhausen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

프로그램
워크숍   주 3일 모델 포즈 드로잉 수업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ㅣ 24시간 이용 가능 

              도서실 ㅣ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구비

이탈리아
Italy

국제 학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International School 

Artist’s Residency program 

Piazza Michelotta di Biordo, 6
                   06057 Montecastello di Vibio (PG)

                   Italy 

국제 회화/드로잉/조각 학교 
International School of Painting, Drawing and Sculpture

www.kulturservice.steiermark.at/cms/ziel/ 
13915518/EN/

+43-316-877-2446
office@kulturservice.steiermark.at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더블 소파 베드, 테이블, 의자, 식기, 타월 구비 
ㅣ 주방, 욕실, 화장실 공동사용

입주기간   작업 스튜디오 1년 

               주거복합형 스튜디오의 경우 입주기간 작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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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평론)

        공연예술 (연극/음악)

프로그램 
출판  작품 도록 발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스튜디오 ㅣ 대형작업 및 설치작업 불가

   기본적인 참고도서와 온라인 리서치가 가능한 도서실 ㅣ 고속 인터넷 

사용 가능

지원금

숙박   개인 거주 공간 내 욕실 구비

입주기간  4주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Creative Arts Residencies at 

The Rockefeller Foundation Bellagio Center

Villa Serbelloni 
                   Bellagio (Lago di Como) 22021

                   Italy

www.rockfound.org/bellagio/bellagio.shtml
+39-031-9551 

bellagio@rockfound.org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The Rockefeller Foundation Bellagio Center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평론/공예/

        건축/디자인)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출판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3개의 별장 스튜디오 내 컴퓨터 시설 및 휴게실 구비

숙박

입주기간  1개월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The Bogliasco Fellowship Program

Via Aurelia 4 
                   16031 Bogliasco (Genova) 

                   ITALY
www.liguriastudycenter.org

+1-212-713-7628
info@bfny.org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The Liguria Study Center for the Arts and Humanities (The Bogliasco Foundation)

www.giotto.us
+39-075-8780072

info@giotto.us

숙박   1인실 제공 ㅣ 주 1회 청소 서비스 및 침대시트, 수건 제공 

식사   하루에 세끼 제공

입주기간  1-3주

본인부담  참가비 €1,0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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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예술, 커뮤니케이션, 친환경 건축, 생태학, 경제학, 교육, 노동, 식량, 

정책, 프로덕션, 정신성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참여

전시   레지던스 종료 후 전시“UNIDEE in Progress”에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700㎡)

   컨퍼런스룸 내에 미팅, 세미나, 워크숍 공간 및 디지털 편집세트 구비

   비디오 및 디지털 사진 편집 가능한 컴퓨터 구비

   건축 스튜디오 ㅣ ReMida 센터 ㅣ 도서실 ㅣ 오디토리엄

숙박  1인실,  2인실

식사

기타   기술 인력 및 어시스턴트 지원

입주기간  4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총 €1,600 

   * 유네스코-애쉬버그 기금UNESCO-Aschberg grant for an applicant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을 통해 참가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음

UNIDEE 레지던스 국제프로그램
UNIDEE in Residence-International 

Program 

Via Serralunga 27 
13900 Biella

Italy
unidee.cittadellarte.it13915518/EN/

 +39-015-0991462
unidee@cittadellarte.it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Cittadellarte-Pistoletto Foundation

장르  문학 (시/소설)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무용/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인터넷 가능한 스튜디오 

              전시 및 공연 공간 

숙박   숙소 내 가구, 주방, 세탁 시설 구비 

입주기간  2주-2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450 ㅣ 1개월 미만 거주의 경우 매주 $150

체코
Czech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Artist Milkwood Residence 

Plesivecka 109
                  Cesky Krumlov 381 01

                  Czech Republic 
www.milkwoodinternational.org

+420-380-711-241  
info@milkwoodinternational.org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Milkwoo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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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1 (60㎡, 높이 5m) ㅣ 스튜디오 2 (40㎡, 로프트 포함 

높이 5m) ㅣ 스튜디오 3 (50㎡, 높이 3m) 

숙박   공동 주방 및 욕실 ㅣ 세탁시설,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구비

입주기간  2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500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Open Studios Residency Program

DEAI, o.s.
(Open Studios)

Dlouhá 33, 110 00 Praha–1
Czech republic 

www.openstudios.info
+420-731-150-179

Dana Recmanová  / dana@skolska28.cz

오픈 스튜디오 Open Studios

크로아티아
Croatia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퍼포먼스/건축/영상/텍스타일)

        공연예술 (음악)

        문화일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레지던스 작업 결과물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겸하는 오픈 

스튜디오 참여

작가와의 대화   지역주민 및 국제 예술가들과의 대화 프로그램 참여 

전시   레지던스 종료 후 크로아티아 갤러리Croatian gallery와 헝가리 부다

페스트에서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정해진 스튜디오가 아닌 모든 자연환경을 스튜디오로 칭함

숙박   공동 숙소

식사   아침 제공

입주기간  2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850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Artist Residency in Croatia 

www.calumetarts.com
+36-30-904-6043

artistresidency@gmail.com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Calumet International Ar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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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칼
Portugal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문화일반 (과학)

프로그램 
워크숍

전시   개인전 개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조각, 설치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 (7x10m, 5x7m, 5x5m 

크기의 공간 2개가 연결된 공간 등 총 3개)

   대형홀 1개 (32x12m) ㅣ 음악, 춤, 워크숍, 전시회 등을 위한 공간 ㅣ 

피아노가 구비된 음악홀 

   대리석 조각을 위한 채석장 ㅣ 요청 시 이젤, 에칭 프레스기  등 작업 도구

사용 가능

   인터넷 사용가능

숙박   숙박공간 총 8개 ㅣ 2개의 별장 ㅣ 공동 주방, 거실, 화장실, 테라스 

식사   일주일에 2-3번 저녁 식사 유료 제공 

기타   수영장 ㅣ 자전거 대여 가능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스튜디오 사용료 매월 €25-100

              숙박비 1인실 €450/월 ㅣ 2인실 €360/월 (€12/일) 

              식비 €7.5

OBRA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OBRAS Artists in Residence 

Herdade da Marmeleira 
CP 2 7100-300 Estremoz 

Portugal
www.obras-art.org
+351-268-959-007

obrasart@hotmail.com

오브라스 OB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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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문화일반

지원항목  

스튜디오   외광파plein-air 화가들에게 적합한 회화작업 공간

숙박  개인침실 ㅣ 공동욕실, 기본적인 조리기구가 구비된 공동주방, 세탁

시설 구비 ㅣ 수건과 침대시트 제공 ㅣ 정기적으로 청소 서비스 제공

식사   유료 제공 (€6-€25)  

입주기간  1주일-1년

본인부담  숙박비 매일 €30 ㅣ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거주 비용 차등

적용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참가자에 한해 숙박비

보조 프로그램 제공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Footpaths to Creativity Center 

an Artist/Writer Residency 

Azores Archipelago
Portugal

www.terraincognitacenter.org
+1-617-549-2452

artist@azoreswalks.com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Footpaths and Terra Incognita Foundation

프랑스
France

장르  시각예술 (설치/건축)

프로그램
전시   복합문화 공간인 도서실과 그 외 주변 환경을 이용한 작품을 구상하여

설치하는 장소특정적설치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설치되는 도서실 전체가 스튜디오 및 전시공간

작품제작비   총 €2,000

숙박

기타   전시 설치 및 제작협조를 위한 기술 인력 지원 

        자가용 임대 가능 ㅣ 교통비 일부 보조

입주기간  1개월

라보 호 특정 장소 창작 레지던스 
LABO ho création in situ 

25 rue fontange 
13006 Marseille 

France
www.galerieho.com
+33-04-91-48-29-92

contact@galerieho.com

갤러리 호 Galeri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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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참가

출판   작품 발표에 대한 도록 제작

전시   기샤티리에 갤러리 또는 협력기관에서 작품 발표 ㅣ 전시, 이벤트, 야외

공연 등 발표 방식에는 제한 없음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해당기관 및 현대 미술 센터, 고등 미술원, 시립미술관 등 협력 

기관의 장소를 스튜디오 및 전시 공간으로 사용 가능

지원금   총 €,000

숙박   숙박은 참가 예술가와 해당기관의 상의 하에 제공 가능

기타   교통비 ㅣ 기술지원, 카탈로그 제작 지원

입주기간  10개월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번역)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세미나   일주일에 1회 프로젝트 토론 진행

강연

공연   현대 음악 및 실내악 연주회

기타   영화상영, 시낭송, 초청강연, 당일여행 등의 행사 참여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및 작곡가 스튜디오 3개

   120석의 음악실 및 회의실 ㅣ 400석의 야외 그리스 극장 

   복사기, 프린터, 35mm 마이크로 필름 투영장치microfilm reader, 전동타

자기 구비

   도서관 ㅣ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지원금   총 $2,500

숙박   기본가구가 구비된 중앙난방식 아파트 13개  

         세탁기 및 건조기 유료 사용

기타   평일 시내 위치한 슈퍼마켓 이용 시 미니 밴 제공

입주기간  6개월

타인의 영토, 투르쿠앙 레지던스 
Le territoire de l’autre, RESIDENCE 

TOURCOING 

100 Rue de Tournal Tourcoing 
59200 

France
+33-20-25-54-87

Lucille Dautriche  / 
lucille.dautriche@gmail.com

기 샤티리에 갤러리 GALERIE GUY CHATILIEZ

레지던스 펠로우십 
Resideny Fellowship 

1 avenue Jermini
13260 Cassis 

France 
www.camargofoundation.org

apply@camargofoundation.org

까마르고 재단 Camargo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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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스튜디오 ㅣ 피아노 스튜디오 ㅣ 문학가를 위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구비 ㅣ 무선 인터넷 가능

숙박   개인 숙소 ㅣ 침구류 및 타월 제공 ㅣ 욕실, 주방, 거실, 세탁시설 구비

식사   아침식사 매일 제공

        점심, 저녁 식사는 월요일-금요일 제공

입주기간  6주

본인부담  보증금 €100 ㅣ 열쇠보증금 €20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

프로그램
전시   해당기관과 연계된 장소에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해당기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스튜디오 ㅣ 작업대, 
기본 도구 구비, 전화, 인터넷 가능 ㅣ 요청에 따라 작업 공구 대여 가능

지원금   총 €2,000

작품제작비   총 €2,000

숙박   침실 2개, 욕실, 거실 및 오디오/비디오 시설, 주방 

입주기간  10주-3개월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La Napoule Art Foundation Artists-in-

Residence-Program 

BP 940
06210 Mandelieu-La Napoule

France
www.chateau-lanapoule.com

+33-04-93-49-95-05
message@chateau-lanapoule.com

라 나폴 예술재단 La Napoule Art Foundation

랑드르 바스 작가 레지던스
RESIDENCES D’ARTISTES À 

LINDRE-BASSE 

33 rue Poincaré 
57590 Delme 

France
cj.charpentier.free.fr
+33-03-87-01-43-42

cac.delme@wanadoo.fr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CENTRE D‘ART CONTEMPORAIN LA SYNAGOGUE DE DE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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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사진/영상/퍼포먼스)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 교수, 학생들과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점에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학교에 위치한 작업실 및 장비 제공

지원금   총 €1,750 

숙박   대학 안에 위치한 개인 숙소 ㅣ 침실, 욕실, 주방

입주기간  2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무용/다원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참가

작가와의 대화  웹사이트, 월간 소식지를 통해 초대작가를 알리고 대중과의

만남을 기획함

지원항목
스튜디오   무용스튜디오 (120㎡) 

              사운드, 조명, 영상 프로젝션 스크린 시설 구비

              음향실, 사진 암실, 실크스크린 작업실 공동사용

              인터넷 이용 가능

기타   프로젝트 진행과 작품 발표를 위한 행정, 기술 업무 지원

입주기간  지원자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입주 기간 선택

본인부담  숙박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Le Plateau- Résidences de recherches 

42 rue Kuhlmann
59000 Lille

France 
www.lamalterie.com
+33-03-20-15-13-21

residence@lamalterie.com

라 말트리 La Malterie

라 로쉬 수르 욘 레지던스 
Résidence à la Roche sur Yon 

Place des Eraudières
La Généraudière

85000 La Roche-sur-Yon 
France

 +33-02-51-05-04-02
Ecoldar@ville-larochesuryon.fr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Ecole d’art de la Roche sur Yon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워크숍   부르즈 국립고등미술원의 학생들과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출판   레지던스 기간 중 창작한 작품을 도록으로 제작

전시   모든 참가자들이 라복스 전시실에서 전시 할 수 없으므로 연계 협력 

기관과의 공동 기획으로 외부 전시 가능

라 복스 레지던스
la box-résidence 

7 rue édouard-branly
F-18000 BOURGES

France

라 복스 부르즈 la box-Bou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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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공연예술 (연극/무용/서커스)

프로그램
공연   자유주제로 창작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ㅣ 연습실 ㅣ 공연장 ㅣ 사무기기 구비

숙박   숙소 내 침실, 욕실, 주방 구비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주 €14

레 쉽지스탕스 레지던스 
Résidence aux Subistances 

8 bis quai Saint-Vincent 
69001 Lyon 

France
www.les-subs.com

+33-04-78-39-10-02
lis.gaillard@les-subs.com

레 쉽지스탕스 Les Subsistances

www.ensa-bourges.fr
+33-02-48-24-78-70

 informations@ensa-bourges.fr
 

라 복스 전시 기획자 공모
la box-appel-projet-curatorial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100㎡) ㅣ 기술 장비 및 공간 이용

지원금   총 €3,050

숙박  스튜디오 건물 2층Mezzanine에 위치한 침실, 주방, 욕실 완비

입주기간  기관과 협의 

장르  시각예술 (큐레이팅)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부르즈 국립고등미술원의 학생들과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출판  전시 도록 출판

전시   라 복스의 기술, 행정, 홍보 책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전시 규모, 

성격, 형식, 기간, 횟수 등은 전적으로 기획자의 결정에 따름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100㎡) ㅣ 기술 장비 및 공간 이용 가능

지원금   총 €3,050

작품제작비   전시기획비 총 €2,000 

숙박   작가 레지던스를 숙소로 이용하거나 본 미술원 교수용 아파트 이용

입주기간  기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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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영상)

프로그램  

전시   보베 지역의 예술 기관에서 전시회 개최 ㅣ 프랑스와 미테랑 문화공간

Espace culturel François-Mitterrand, 보리스 비앙 갤러리Galerie Boris-Vian, 

도서관 전시실Galerie de la médiathèque, 로스트로포비치 오디토리움 전시실

la Salle basse de l’Auditorium Rostropovitch 등

지원항목  

스튜디오   보베 역 인근에 위치한 시립 스튜디오 2개 (106㎡, 53㎡)

   파워 맥 G5, 평면 모니터 20인치, A4 레이저 프린터, A3 잉크젯 프린터, 

스캐너, PAO 프로그램, 인터넷 이용 가능한 컴퓨터실

   그래픽 스튜디오에서 비디오, 이사도라, 프러미에, 블렌더, 포토샵, 일러스트

레이터 작업 가능

작품제작비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생활비   총 €2,500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입주기간  3개월

장르  시각예술 (영상)

프로그램 

전시  전시 공간 (200㎡)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품제작비   총 €45,000

숙박   담당자 협의

입주기간  50일-10주

 ‘살아있는 이를 위한 기념비’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Création d’une oeuvre numerique sur le theme 

de ’monument aux vivants’ 

23-25 rue Valentin Haüy 
69100 Villeurbanne 

France
www.mairie-villeurbanne.fr

+33-04-37-57-17-17
Anne-Pascale Jacquin /

ap.jacquin@mairie-villeurbanne.fr

르 리즈 Le Rize

르 라보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Le Labo- Résidence de 

création multimedia 

Place des Eraudières
La Généraudière

85000 La Roche-sur-Yon 
France

www.asca-asso.com
+33-03-44-10-30-80

Xavier Girard  / x.girard@asca-asso.com

르 라보-ECM Le Labo-ECM

장르  시각예술 (조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본인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과 작업에 대해 교류하는 

프로그램 진행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기획하고 운영함

출판    전시 후 아트북 개념의 카달로그를 제작하고, 그 중 10부를 작가에게 증정

숲의 바람 창작 레지던스
Résidence de production au Vent des 

forêts 

8 rue des tassons 
F-55260 Fresnes-au-Mont

France

르 벙 데 포레 Le vent des fo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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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작품 발표회를 겸한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참여

출판   해당 기관 책자 르 르퓨지le refuge에 작품 게재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총 €1,300

숙박  작업실을 겸한 숙소 ㅣ 침실, 주방, 욕실 등 구비

입주기간  3개월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레지던스 
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résidences

cipM Centre de la Vieille Charité 2
rue de la Charité 13 

236 Marseille Cedex 02
France

www.cipmarseille.com
+33-04-91-91-26-45

Directeur. Emmanuel Ponsar /
ponsart@cipmarseille.com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Marseille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축제, 연극제 등 지역문화활동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00㎡) ㅣ 도서관 

지원금   매월 €1,500

입주기간  6개월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Résidence d’artiste au Château-Arnoux

Affaires Culturelles
Ferme de Font-Robert

Château-Arnoux
France

www.theatredurance.com
+33-04-92-64-27-34

info@theatredurance.com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Communauté de communes Moyenne-Durance–CCMD

www.leventdesforets.com
+33-020-623-7101

eventdesforets@mcom.fr

전시   숲 속 전시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야외 스튜디오 ㅣ 작업 진행에 필요한 중장비 구비

지원금   총 €1,500

작품제작비   총 €25,000

여행비   가장 저렴한 교통 수단으로 이동시 여행비 일부 환급 ㅣ 자가용 

운전시  유류비 €70 환급

숙박   지역 주민이 참여작가에게 숙박 제공 

        동반인 €20, 자녀 €12의 요금을 내고 숙박 가능

식사

입주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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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번역)

프로그램  

세미나   CITL가 주최하는 회의, 낭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 

지원항목  

스튜디오   반고호 도서관 내 위치한 작업실 10개 ㅣ 24시간 이용가능,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구비   

생활비   2주 이상 체류작가에게 숙박비 면제 또는 매일 €20의 지원금 지급

숙박   침대, 책상, 욕실 구비된 숙소 10개 ㅣ 주방, 거실, 세탁시설 공동사용 

입주기간  1주-3개월

본인부담  숙박비 매일 €15 ㅣ 체제 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번역가의 경우,

숙박비 지원가능

   동반자 1일 숙박비 €7.50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résidence au CITL 

Espace Van-Gogh 
13200 Arles 

France
www.atlas-citl.org

+33-04-90-52-05-50
citl@atlas-citl.org

문학번역가국제학교 CITL-Collège International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평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서점, 학교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작품 홍보 가능

출판   다른 입주 작가와 공동으로 문학 작품집 출간

지원항목
스튜디오   매해 부르곤느 지방의 다른 장소가 스튜디오로 선정

작품제작비   매월 €1,525

숙박  

입주기간  3개월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작가 레지던스 
Centre Régional du Livre de 

Bourgogne Résidence d’écrivains

29 rue Buffon 
21000 Dijon 

France
www.crl-bourgogne.org

+33 03 80 68 80
info@crl-bourgogne.org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Centre Régional du Livre de Bourgo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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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희곡)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공연 연습실 ㅣ 공연장 ㅣ 회의실 ㅣ 공연예술 관련 서적이 

소장된 도서관

숙박   주방과 욕실이 구비된 개인 또는 단체 숙소 

입주기간  30일-45일

   *각 개인 또는 단체 지원자는 사전에 국비 장학금, 후원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함 (예: 예술진흥위원회, 프랑스 문화원 등)

장르  시각예술 (사진/영상/퍼포먼스)

        공연예술 (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교수, 학생, 작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품 발표 및 

토론회 참여

전시   레지던스 후반 스와레 시납스soirée Synapse에서 작품 전시 ㅣ 전문가

들과 일반 대중에게 공개

지원항목
스튜디오   비디오/오디오 편집 및 포스트프로덕션 스튜디오 

   Mac 컴퓨터, 20인치와 17인치 모니터, Mini DV, DVCam Sony, Sony 

Trinitron 모니터 등의 영상 장비 및 사운드 카드 Motu 828 MK2, Yamaha 

MSP5 스피커 등 오디오 장비 구비   

   A4 Epson Stylus Photo 760 프린터, A4 Agfa Snapcan 1212U 스캐너 

등의 컴퓨터 장비 ㅣ 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침실, 욕실, 주방으로 구성된 개인 숙소

기타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진행 사례비 지급

입주기간  1-2개월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센터 레지던스
La résidence au Centre national 

d’écriture des spectacles-La Chartreuse 

BP 30 30404 Villeneuve Avignon cedex 
France

www.chartreuse.org
+33-04-90-15-24-15

Franck Bauchard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센터 
Centre national d’écriture des spectacles-La Chartreuse

시납스 레지던스 
Synapse Résidence

3 rue du prince Eugène
Rueil-Malmaison 92500

France
www.earueil.com
+33 01 55 47 14 85

synapse@earueil.com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Synapse-Ecole d’art de Rueil Malmaison



유
럽

71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건축/판화)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 성격에 따라 스튜디오 배정

              공동 작업 공간 및 휴식 공간 ㅣ 야외 공간 사용 가능 

숙박   가구, 침구류 및 조리기구 구비 

        동반자 일주일간 숙박 가능

입주기간  11개월

장르  문학 (번역)

프로그램
세미나   번역작품 발표 세미나

강연

출판   모국어와 프랑스어로 된 책 또는 자체 문학잡지 meet에 참가자 작품

게재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00㎡)

지원금   매주 €230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침실 2개, 거실, 욕실, 주방 구비 ㅣ 가족 동반 

가능

입주기간  1-2개월

M.E.E.T 작가 레지던스 
M.E.E.T résidence

1, boulevard René Coty 
44600 Saint-Nazaire

France
www.meet.asso.fr

+33-02-40-66-63-20
meet@claranet.fr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 maison des écrivains étrangers et des traducteurs de Saint-Nazaire

아베이 드 프레-PQEV
PQEV (Abbaye de la Prée, Association 

Pour que l’Esprit Vive) 

69 Bd de Magenta 
75010 Paris 

France
www.pourquelespritvive.org

+33-01-42-76-01-71
contact@pqev.org

아베이 드 프레-PQEV
PQEV (Abbaye de la Prée, Association Pour que l’Esprit Vive)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종료 이듬해 1월-2월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스튜디오 (35㎡)

작품제작비   작품 제작, 전시 진행을 위한 지원금 보조

숙박   개인 욕실, 주방, 침실이 구비된 중앙난방식 개인 숙소 (35㎡)

입주기간  4개월

그렁드 레지던스 
Grande Residence

15, rue de l’Hôpital de Siège 
59300 Valenciennes

France
www.hdusiege.org

+33-03-27-36-06-61
hdusiege@free.fr

아쉬 뒤 시에즈 L’H du Siè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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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6개 (40-115㎡, 높이 4m)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54 ㅣ 숙박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평론)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만료 전에 작가의 필요에 따라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4개 ㅣ 전기 가마 구비 ㅣ 회화 및 드로잉을 위한 기본

도구 제공 ㅣ 조각관련 점토, 플라스터, 왁스 재료 구비 ㅣ 지역 채석장으로

부터 석회석 이용 가능 ㅣ 차로 두 시간 거리에 브론즈 주조소 위치

숙박  스튜디오 내 1-3인 숙박 가능 ㅣ 오두막집 2채 ㅣ 수영장 

입주기간  1-6개월

아스테리드 작가 레지던스
Asterides Artistes en Résidences

41, rue Jobin 
13003 Marseille 

France
www.asterides.org

+33-04-95-04-95-01
asterides@lafriche.org

아스테리드 Asterides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Visiting Artist Program(RVA)

La Juliere
13930 Aureille

France
www.ateliersfourwinds.org

+33-04-90-599342
ateliersfourwinds@wanadoo.fr

아틀리에 포윈즈 Ateliers Fourwinds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최소 60시간 수요일과 금요일 중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진행

출판   프로젝트에 따라 추후 협의

전시   프로젝트에 따라 추후 협의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스튜디오 ㅣ 해당기관의 워크숍 진행공간 이용 가능

숙박  개인 숙소 

입주기간  4개월

에스파스 마티스 레지던스 
Espace Matisse Résidence

Quartier du Moulin 
101 rue Jean-Baptiste Carpeaux 

60100 Creil
France

+33-03-44-29-51-30
 Mme. Lassale / mjlassale.creil@free.fr

에스파스 마티스 Espace Mat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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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영상/퍼포먼스/사운드 아트)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배를 타고 이동하며 작업한 사운드아트 작품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수신되며, 이동 중 정박하는 유럽도시의 페스티발 

및 공연에 참가

전시   레지던스 기간이 끝난 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Strassbourg에서 

전시 및 공연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로 사용되는 배 2척 ㅣ 음향 녹음, 편집. 라디오 스테이션

장비 ㅣ 인터넷 가능 

숙박

식사

입주기간  1주-2개월

장르  문학

프로그램
세미나   출판사가 주최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학생 및 

주민과의 세미나 개최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26㎡, 38㎡) ㅣ 침실, 주방, 욕실, 세탁기

등 구비

   컴퓨터, 프린터기 사용 가능 ㅣ 개인 노트북 소지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가능

기타   자전거 대여 가능

입주기간  2주-3개월

사운드 아트 여름 프로젝트 & 레지던스
Sound Art Summer Project & Residence 

12 rue d’Oran 75018 Paris 
France

www.sound-delta.eu
contact@sound-delta.eu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EUROPEAN SOUND DELTA

레자보카 뒤 디아블르 보베르(보베르 악마의
 변호사들)-문학작가 레지던스

Les avocats du diable Vauvert-
Résidence d’auteurs

La Laune
BP72

30600 Vauvert
France

avocatsdudiable.free.fr
+33-04-66-73-16-52

residence@audiable.com

오 디아블르 보베르 Au diable vau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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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사진/영상/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센터의 일정과 작가의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관객과의 

만남 기획

출판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포스트프로덕션 스튜디오 내 MacPro 컴퓨터, 22인치 모니터, 

Imacon Flexlight 646 스캐너 및 Epson Stylus 7600 출력기 구비 

입주기간  3개월

장르  문학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롱드Gironde 지역에 위치한 스튜디오 

              도서관 ㅣ 컴퓨터 시설 구비

지원금   매월 €1,500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입주기간  3개월

CPIF 포스트 프로덕션 레지던스
Atelier de post-production au CPIF

107 avenue de la République 
77340 Pontault-Combault 

France
www.cpif.net

+33-01-70-05-49-82
Audrey Illouze  / audrey.illouz@cpif.net

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entre Photographique d‘ile-de-France

작가 레지던스-외국인 문학 
Résidence d’auteur-Ecritures étrangères

9 avenue d’Eysines BP 155 
33492 Le Bouscat Cedex 

France
www.iddac.net

+33-05-56-17-36-36
accueil@iddac.net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Institut Départemental pour le Développement Artistique et Culturel – IDDAC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출판   입주 작가들의 작품 카탈로그 공동 제작

전시   입주 기간 중 제작한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작품제작비   매월 €900

생활비   매월 €1,000

숙박   주방, 침실, 욕실, 가구가 구비된 개인 숙소

입주기간  3개월

아리에즈 카자도로 창작레지던스 
Caza d’Oro, Résidence de Création en 

Ariège

15 rue du Temple 
09290 Le Mas d’Azil

France
www.cazadoro.org
+33-05-61-6959-17

 cazadoro@wanadoo.fr

카사도로 레지던스 Caza d’Oro_ Résidence d’Arti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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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공예)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전시   개인전 개최를 위한 비용은 개인 부담

공연   레지던스 기간 중 음악가들은 1회에 한해 콘서트 개최 

        개인 콘서트를 위한 비용은 개인 부담

기타   주 2회 프랑스어 수업, 2시간 기준 수업 당 비용 €7 

지원항목  

스튜디오   마레 지역에 개인스튜디오 270개 (20-40㎡)

   몽마르뜨 지역에 개인스튜디오 30개 (20-40㎡) 

   리허설 스튜디오 내 음악가를 위한 그랜드 피아노 1대, 오르간 1대 구비, 

유료 사용

   시각예술가를 위한 유료로 사용 가능한  콜렉티브 스튜디오, 에칭, 리토

그래피, 실크스크린작업시설, 암실, 가마 1대, 직기 3대

   128석의 음악회 강당 유료 사용 ㅣ 갤러리

   수신용 팩스 구비 ㅣ 인터넷 카드 구입시 인터넷 가능 

숙박  마레지역 숙소 내 욕실, 주방, 침구 포함 기본적 가구 구비

   몽마르뜨 지역 숙소 내 침구포함 기본적 가구 구비

   숙소에 세탁시설 구비

기타   보험 

입주기간  2개월-1년

본인부담  참가비 마레 지역 음악가 €330-€420, 사진작가 및 시각예술가

€350-€455 ㅣ 몽마르뜨 지역 €460-€500

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18 rue de l’Hôtel de Ville
75180 Paris Cedex 04 

France
pagesperso-orange.fr/citedesarts

+33-01-42-78-71-72
citedesarts@citedesartsparis.net

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장르  문학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기타  캐나다 퀘벡Quebec지역과 레지던스 교류 사업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도서관 ㅣ 갤러리

지원금   프로젝트에 따라 차등 지원

숙박  작업실을 겸한 숙소 (50-90㎡) ㅣ 세벤느 지역Cévennes 남쪽에 위치한

풍차를 개조한 아파트

   자전거 대여 가능

입주기간  1주-10개월

파키타 네모 문학작가 레지던스
résidence d’auteur au Paquita Nemo 

Mas de Vézénobres
Itinéraire de Loves

30120 Le Vigan
France

www.sound-delta.eu
+33-04-67-81-86-05

mas.vezenobres@wanadoo.fr

파키타 네모 Paquita N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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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전시

공연

기타   라보데페 멀티미디어 다원 예술 페스티발LABo des Fées ㅣ 야외 미술 

전시Parcours des Fées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라 수트La Soùte  실내 공동 작업실 및 전시, 공연장 (110m²) 

   라 루인La Ruine 옛 건물을 개조한 실내 공연장 및 작업실

   야외 작업장 ㅣ 소형 스튜디오 및 공연장 2개

   컴퓨터, 프로젝터, 카메라 등의 작업관련 장비 구비 ㅣ 무선 인터넷 가능

숙박   침실, 욕실, 침구류, 주방 시설 

기타   웹사이트에 작품 게재하여 홍보 지원

입주기간  프로젝트 진행 및 결과 발표까지 기간 제한 없음

본인부담  보증금 €500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Fées d’Hiver, Résidences d’Artistes

Champ Rond 05200 Crévoux
France

www.feesdhiver.fr
+33-04-92-43-63-69

 contact@feesdhiver.fr

페디베르 Fées d’hiver

장르  공연예술 (무용)

프로그램
공연   스튜디오에서 작품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내 방음 시설, 조명, 비디오 프로젝터, 탈의실 구비

(135㎡) 

기타   기술 인력 지원

입주기간  1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350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시각예술계 전문 인사를 초청하여 오픈스튜디오 진행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30㎡)

작품제작비   각 프로젝트 실행에 따른 작품 제작비를 타 기관을 통해 마련

하여 작가에게 지급

댄스 스튜디오 
Studio de Danse au Point Ephémère

200 Quai de Valmy 75010 Paris 
France

Sthéphanie Auberville /
stephanie@pointephemere.org 

시각예술 레지던스 
Résidence d’artistes Art Visuel

www.pointephemere.org
+33-01-40-34-02-48

residences@pointephemere.org

포앙 에페메르 Point Ephém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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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기타   지역 문화층, 작가, 미술 관계자와의 교류로 다양한 작품 발표의 기회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지원금   총 €3,600

숙박   개인 숙소 내 침실, 주방, 욕실 구비 

입주기간  3개월

몽플렁깡 시각예술 레지던스
Monflanquin : artistes en résidence

25 rue Sainte Marie 
47150 Monflanquin

France
www.pollen-monflanquin.com

 +33-05-53-36-54-27
contact@pollen-monflanquin.com

폴렌 Pollen

입주기간  3-6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200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워크숍   타 문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워크숍을 의뢰받을 수 있음

작가와의 대화   타 문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중과의 만남을 주선함

출판   전시 후 카탈로그 출판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지원금   총 €1,700

숙박  퐁망 마을에서 2km 떨어진 모텔식 숙소

입주기간  1개월

퐁망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스
Résidence d’artistes au Centre d’art 

contemporain de Pontmain
8 bis rue de la Grange / 

53220 PONTMAIN
France

www.centredartpontmain.fr
+33-02-43-08-47-47

stephaniemiserey@cc-bocagemayennais.fr

퐁망 현대미술센터 Centre d’art contemporain de Pon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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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 작업 발표

기타   공예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에 필요한 시설 구비

숙박

입주기간  5주

장르  문학 (번역)

프로그램
세미나   낭독회, 토론회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도서관, 컴퓨터 장비

숙박

식사   일일 식비가 참가자들에게 지급

입주기간  1주 

본인부담  보증금 €500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 

Résidence à la Maison de la Poésie du 
Nord-Pas-de-Calais

37 rue François Galvaire 
62660 BEUVRY 

France
www.maisondelapoesienpdc.fr

+33-03-21-65-50-28
mapoesie-npdc@wanadoo.fr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Maison de la Poésie du Nord-Pas-de-Calais

A.I.R. 발로리스 레지던스
A.I.R. Vallauris Residency 

Place Lisnard, 1 Boulevard des Deux Vallons
06220 Vallauris

France
www.air-vallauris.com

+33-04-93-64-65-50
contact@air-vallauris.com

A.I.R. 발로리스 A.I.R. Valla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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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전시

기타   유럽 내 다른 레지던스 기관과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욕실 구비된 2인실 

식사   아침, 점심 식사 제공

입주기간  2주

본인부담  참가비 $825-1,450 

헝가리
Hungary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A.I.R. /International Artist Residencies, 

Budapest

www.hungarian-multicultural-center.com
Beata Szechy / bszechy@yahoo.com

헝가리 다문화센터 Hungarian Multicultural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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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건축)

        공연예술 (무용/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한 워크숍, 강의 진행

강연

전시   그룹전 개최

공연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숙박   작은 발코니, 주방, 기본 가구 구비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ㅣ 시트 교환 및 숙소 청소 비용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기부

도미니카 공화국
Domminican Republic

미국
U.S.A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사진/영상)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학교 및 단체와의 공동 작업 참여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ltos de Chavon Artist in Residence 

Program

P.O. Box 140 
La Romana

Dominican Republic
www.altosdechavon.com

 +1-809-523-8011

알또스 데 차본 Altos de Chavon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Gates of the Arctic Artists in Residency

4175 Geist Road Fairbanks
AK 99709 

U.S.A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Gates of the Arctic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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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에서의 작품 활동 및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 프로그램 최소 3회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3주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기부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Grand Canyon Artist in Residence 

Programs

North Rim
NPS Administration Building 

North Rim, AZ 86052 
U.S.A 

South Rim
P.O. Box 129 

Grand Canyon, AZ 86023
U.S.A

www.nps.gov/grca
 +1-928-638-7888

 grca_interpretation@nps.gov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Grand Canyon National Park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를 통한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겜파이어GEMFIRE스튜디오 내 개인 작업 공간 제공

숙박  사피어 하우스SAPPHIRE HOUSE 내 개인 숙소 10개 ㅣ 주방, 전화, 

케이블 TV, 동전 세탁기 및 건조기 구비 

입주기간  5개월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기부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IN-

RESIDENCE PROGRAM

18 BRISTOL STREET 
NEW LONDON

CONNECTICUT 06320 
U.S.A

www.griffisartcenter.com
 +1-860-447-3431

 director@griffisartcenter.com

그리피스 아트센터 THE GRIFFIS ART CENTER

www.nps.gov/gaar
 +1-907-455-0641

Tracie Pendergrast / 
tracie_pendergrast@nps.gov

전시   최소 1회 작품 발표

공연   최소 1회 작품 발표

입주기간  10-14일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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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공예)

        공연예술 (음악/다원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및 조각 스튜디오 2개 ㅣ 텍스타일 스튜디오 ㅣ 2개의 

흑백암실을 갖춘 사진 스튜디오 ㅣ 공예 스튜디오 내 전기가마 구비 ㅣ 

스튜디오 24시간 이용가능

   도서관 ㅣ 사일로 갤러리silo gallery ㅣ 야외 스튜디오

숙박  개인 욕실, 주방이 구비된 스튜디오로 사용 가능한 숙소

       소형침실, 개인 욕실, 주방이 구비된 원룸숙소

       소형침실, 거실, 개인 욕실, 주방이 구비된 대형 원룸 숙소

입주기간  기관과 협의하여 입주시기 결정

본인부담  스튜디오 및 숙소 이용료는 입주 시기 및 입주기간에 따라 최소 

$75-최대 $1,185까지 차등 적용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전시   최소 2회 이상 작품발표

공연   최소 2회 이상 작품발표

장르  문학 (아동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4주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Glacier Artist in Residence

P.O. Box 128
West Glacier,  MT 59936 

U.S.A
www.nps.gov/glac
 +1-406-888-7942

 Matt Graves

글레이셔 국립공원 Glacier National Park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NISDA’s Artist Residency Community

P.O. Box 958
23 Wauwinet Road

Nantucket, MA 02554
U.S.A

www.nisda.org
+1-508-228-9248

 nisda@nantucket.net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학교 
NISDA(Nantucket Island School of Design and the Arts)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North Cascades Artist-in-Residence

810 State Route 20 
Sedro-Woolley, WA 98284 

U.S.A
www.nps.gov/noca

 +1-206-386-4495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North Cascades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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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철학가, 역사가들과 토론하는 월례 비평세션 참가

워크숍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의 워크숍 및 강의에 참여 가능

강연

전시   레지던스 마지막 날 엘리자베스 셜리반Elizabeth Sullivan 갤러리에서 

전시 개최

기타   뉴욕시의 미술관 및 스튜디오 방문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스튜디오

              조각 스튜디오  내 주물, 금속, 용접 관련 도구, 대형 가마 구비

              도서관

              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공동 샤워실, 주방, 세탁실이 구비된 1인 혹은 2인 숙소

식사   하루 한 번 식사가 배달됨

입주기간  1-2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2,500 

비트라실 레지던스 프로그램 
Vytlacil Residency Program

Vytlacil Campus 
241 Kings Highway 
Sparkill, NY 10976 

U.S.A
www.theartstudentsleague.org

+1-845-359-1263
vytlacil@artstudentsleague.org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장르  문학 (시/소설/희곡/아동문학/시나리오)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30일 이상 머물 경우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며,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 방문, 지역 단체 간담회, 워크숍 등으로 구성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6개 ㅣ 무선인터넷 가능

   *커뮤니케이션 예술연구원이 완공되면 장애인 이용 가능 스튜디오 포함한

2개의 스튜디오가 추가될 예정

숙박  숙소 내 개인 욕실, 독서 공간, 전자렌지, 냉장고, 커피메이커 등 구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Writers’ Colony at Dairy Hollow Residence

115 Spring Street 
Eureka Springs

AR 72632 
U.S.A

www.writerscolony.org
+1-479-253-7444

director@writerscolony.org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Writers‘ Colony at Dairy Hollow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주방, 세탁실이 구비된 개인 숙소

입주기간  4주-6주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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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문화일반 (예술경영/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일주일에 20시간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000ft²)

숙박   침실 3개 ㅣ 욕실, 거실, TV, DVD 구비 ㅣ 식재료가 제공되는 주방

입주기간  2주-8주

장르  시각예술 (사진)

프로그램
강연   강연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및 타 예술가들과 교류 가능

출판   라이트워크의 출판물 콘택시트Contact Sheet에 레지던스 기간 동안 

작업한 작품 게재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암실 ㅣ G5 워크스테이션, IMACON 스캐너 구비된 개인 

디지털랩 제공

   흑백암실, 디지털랩, 컬러암실, 사진작업 관련 설비가 구비된 공공암실

Community Darkrooms 시설 24시간 이용가능

지원금   총 $4,000

숙박   기본 가구가 구비된 개인 숙소

입주기간  1개월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La Familia Artist In Residence program

117 Prefontaine Place 
South Seattle, WA 98104 

U.S.A
+1-206-903-0627

gallery@lafamiliallc.com

라 파밀리아 갤러리 La Familia Gallery

라이트 워크 예술가 레지던스
Light Work Artist in Residency

316 Waverly Avenue 
Syracuse, NY 13244 

U.S.A
www.lightwork.org

+1-315-443-1300
 info@lightwork.org

라이트 워크 Light Work

   *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의 숙박 경비 지원가능 ㅣ 단편소설

Eureka Fellowship, 요리Tyson Foods Fellowship, 작곡/작사The Forrest Good-

enough Fellowship, 자연/야외Moondancer Fellowship, 아동문학The Maeve 

Marie Fellowship 등

식사   일주일에 5일 저녁 식사 제공 ㅣ 아침과 점심은 각자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해결

입주기간  4주, 6주, 8주, 10주, 12주 중 선택

본인부담  참가비 매주 $245 이상 ㅣ 인터넷 사용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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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공예/판화)

        공연예술 (다원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워크숍 혹은 패널토의 등 공공 이벤트 진행

전시   메인 갤러리 및 프론트 갤러리에서의 전시(시각예술가 및 큐레이터)

공연   메인갤러리 공간에서 퍼포먼스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메인 갤러리 (2,100tf²) ㅣ 100석 규모의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며 2개의 움직이는 벽이 구비

   프론트 갤러리(123tf²) ㅣ 개인 시각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8ft x 10ft 

크기의 벽 4개 구비 

랩 레지던스 
The Lab Residency

2948 16th Street 
San Francisco, CA 94103 

U.S.A
www.thelab.org

+1-415-864-8855
 Kristen Chappa  / kristen@thelab.org

랩 The Lab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작업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개최

작가와의 대화   레지던스 참여 예술가들과 대화 및 토론을 하는 렉데일 

프레젠트Ragdale Presents 시리즈에 참여

지역연계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등 학교 주최 프로그램 및 이벤트에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8개의 문학스튜디오 내 큰 책상, 참고 도서 비치 ㅣ 작곡 스튜

디오 내 야마하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구비 ㅣ 4-5개의 시각예술 스튜디오 

내 싱크대, 책상, 의자 구비

   2개를 제외한 모든 스튜디오는 주거복합형이며,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

   반하우스Barnhouse 내에 위치한 시각예술 및 문학작가를 위한 챈들러

Chandler스튜디오는 휠체어 접근 가능한 욕실 구비

지원금   약간의 재정지원 가능

숙박   트윈 혹은 더블 침대, 개인 혹은 공용 화장실 구비

        거실, 주방, 세탁실, 컴퓨터, 프린터실은 공동 사용

식사   일주일에 6차례 석식 제공

         아침, 점심은 주방에 구비된 음식으로 각자 해결

입주기간  2주, 4주, 6주 

본인부담  참가비 매일 $25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REGDALE FOUNDATION RESIDENCY 

PROGRAM

1260 North Green Bay Road
Lake Forest, Illinois 60045 

U.S.A
www.ragdale.org
+1-847-234-1063

admissions@ragdale.org

랙대일 재단 The Ragdal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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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하와이에 관한 토론 ㅣ 지역 

예술가들과의 대화, 프레젠테이션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 스튜디오 내 스크린 시설, 이젤, 작은 탁자 구비, 슬라

이딩 도어 (625ft²)

   댄스 스튜디오 내 이동식 거울 구비, 스프링 바닥 (480ft²)

   작가, 사진가, 작곡가, 미디어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책상이 구비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2개

숙박   더블베드 1개, 트윈베드 1개가 구비된 패니올로실Paniolo

        베란다, 퀸베드, 기본가구 구비된 코아실Koa

        퀸베드 1개, 트윈베드 1개 구비된 호누실Honu

        퀸베드 1개, 더블베드 1개 구비된 오하이어실Ohia

        거실, 주방, 공동 욕실, 세탁실

식사   1일 3식 제공

입주기간  2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358 (세금 포함)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큐레이터, 비평가, 콜렉터들의 스튜디오 방문

전시   갤러리 공간에서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하층 스튜디오 (4.5 x 6.5m, 높이 3.5m)

             상층 스튜디오 (5.5 x 5m, 높이 2.5m) 

숙박   하층 숙소 (3.5 x 4.5m)

        상층 숙소 (3.5 x 5.5m)

레이드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Raid Project Artists In Residency

602 Moulton Ave
Los Angeles, CA 90031

U.S.A
www.raidprojects.com

+1-310-804-4647
raidprojects@yahoo.com

레이드 프로젝트 Raid Project

아티스트 콜로니
Artist’s Colony

P.O. Box 527
Na´alehu, HI 96772

U.S.A
www.red-cinder.com

+1-415-821-6694
Helen Chellin/ hchellin@red-cinder.com

레드 신더 창작 센터 Red Cinder Creativity Center

   싱글채널의 뉴미디어 작업을 위한 티켓부스 공간

입주기간  2주-4주 

본인부담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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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강연   1년에 4회 어린이 및 성인대상 공예수업 지도

전시   로렌스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프레젠테이션 1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공예 스튜디오 내 주거복합형 개인스튜디오 ㅣ Geil 가스가마 

(60입방피트), 전기가마 3개, 물레 15개brent, pacifica, soldner, 흙 이기는 기계

Pugmill, 볼밀Ballmill, 석판 롤러, 압출기, 스프레이 부스 구비

   판화 스튜디오 ㅣ 사진 스튜디오 ㅣ 회화 및 드로잉 스튜디오 ㅣ 금속 

스튜디오

지원금   매월 $300

숙박  공예 스튜디오 내 거주 가능

입주기간  1년 

본인부담  숙박 

장르  시각예술 (판화)

프로그램
강연   1년에 4회 판화수업 지도

전시   공예 레지던스 참여작가들과 함께 전시 개최

작가와의 대화   로렌스 지역 사회 및 학교에서 공개 프리젠테이션 1회

기타   로렌스아트센터의 모든 성인 클래스 무료로 수강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판화 스튜디오 내 Vandercook, Hoe, Sturgis 프레스, 활자 

컬렉션, 산화실Acid room, 실크 스크린 설비 구비 

   공예 스튜디오 ㅣ 사진 스튜디오 ㅣ 회화/드로잉 스튜디오 ㅣ 금속 스튜디오

  스튜디오 24시간 이용 가능

지원금   매월 $300

입주기간  1년 

본인부담  숙박

공예 레지던스 
Artist in Residence in Ceramics

940 New Hampshire Street
Lawrence, Kansas 66044 

U.S.A
www.lawrenceartscenter.com

+1-785-843-2787
educoord@sunflower.com

판화 레지던스 
Printmaking Artist in Residency

로렌스 아트 센터 Lawrence Arts Center

        거실, 주방, 케이블 TV 비치

입주기간  3개월, 6개월 중 선택

본인부담  하층 스튜디오 참가비 매월 $1,200

             상층 스튜디오 참가비 매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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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수요일의 오픈하우스Open house wednesdays ㅣ 예술가, 공연가,

비평가, 기술전문가, 철학가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움, 패널강의 및 워크숍 

행사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3개의 공간에서 신진작가, 중견작가,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품 발표

공연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작곡가, 음악가, 댄서, 극작가들과 공동 작업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스튜디오 10개 ㅣ 인터넷 접속 가능, 비디오,

그래픽 가능한 매킨토시 G4,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장비, live two-way 

interactive streaming 테크놀로지 이용 가능

지원금   스튜디오 및 숙박 비용의 50% 지원

작품제작비   전시비용 지원

숙박

입주기간  5개월 또는 10개월 중 선택 

본인부담  스튜디오 및 숙박 비용 50% 본인 부담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전시   공개 프레젠테이션 최소 2회 진행

공연   레지던스 기간 중 공개 프레젠테이션 최소 2회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600ft²)

입주기간  2주-6주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26 Greene Street (between Canal and Grand) 
New York, NY 10013 

U.S.A
www.location1.org

+1-212-334-3347
 info@location1.org

로케이션 원 Location one

리버사이드 미술관 /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RAM /Joshua Tree National Park 
Artist-In-Residence

3425 Mission Inn Ave. 
Riverside CA 92501 

U.S.A
www.riversideartmuseum.org

+1-951-684-7111

리버사이드 미술관 Riverside Art Museum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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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숙박  욕실, 주방이 구비된 숙소 2개 ㅣ 세탁실 공동 사용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주 $100

장르  시각예술 (설치/사운드아트)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기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4-6개월 동안 전시하며, 전시에

앞서 오프닝 리셉션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조각 스튜디오 ㅣ 암실 ㅣ 음악 스튜디오 ㅣ 영상 편집 시설 ㅣ 

판화 스튜디오 등 스튜디오 총 11개

   갤러리 및 설치공간 ㅣ 도서관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 구비

항공료   왕복 항공료

숙박   개인 숙소 제공 ㅣ 세탁실, 주방 공동 사용

기타   큐레이팅 ㅣ 설치작업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 ㅣ 마케팅 및 홍보 지원

        교통비 지원

입주기간  1주-2개월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500 Sampsonia Way 
Pittsburgh, PA 15212-4444

U.S.A
www.mattress.org

+1-412-231-3169
info@mattress.org

매트리스 팩토리 Mattress Factory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센터 
레지던스 

The Lillian E. Smith Center for Creative 
Arts Residency

P.O. Box 467
Clayton, GA 30525 

U.S.A
www.lillianesmith.org

+1-850-385-5763
Nancy Smith Fichter/ nfichter@mailer.fsu.edu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센터
The Lillian E. Smith Center for Creative Arts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설치/건축)

프로그램
세미나   작업 과정에 대한 토론 및 프레젠테이션 진행

전시   쉰들러Schindler House 혹은 맥키하우스Mackey Apartment House에서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

기타   쉰들러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전시, MAK 토크, 심포지엄 및 강연 참여

맥 예술가/건축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MAK Artists and Architects-in-

Residence Program 

1137 South Cochran Avenue
Los Angeles, CA 90019

U.S.A

맥 센터 MAK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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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번역)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건축/판화)

        공연예술 (연극/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들의 작품과 경험을 피터버러 주민들과 공유

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참여

전시

공연   공연, 낭독회를 통한 작품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문학작가 스튜디오 ㅣ 조명 시설을 갖춘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ㅣ
암실이 구비된 사진작가 스튜디오 2개 ㅣ 16mm 편집설비를 갖춘 영상작가

작업실 ㅣ 석판화, 인쇄판, 리쿼틴트 판화 도구가 구비된 판화 스튜디오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개인 스튜디오 총 32개

여행비   왕복 여행경비 일부 보조

숙박   스튜디오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숙소 제공 

         24시간 개방하는 식당과 휴게실

식사   아침과 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제공 ㅣ 점심은 개인 작업실로 배달

입주기간  최대 8주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The MacDowell Colony Residency

100 High Street Peterborough 
New Hampshire 03458

U.S.A
www.macdowellcolony.org

+1-603-924-3886
 admissions@macdowellcolony.org

맥도웰 콜로니 The MacDowell Colony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공연예술 (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월요일-토요일까지  일반 관객에게 스튜디오 개방Open Door Policy

   토요일의 오픈 스튜디오Open Studio Saturdays는 일반 관객에게 스튜디오를

개방하고, 그들의 작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3-4회 진행 

맥콜 시각예술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McColl Center for Visual Art Artist-in-

Residence Program

721 North Tryon Street 
Charlotte, NC 28202

U.S.A 

맥콜 시각예술 센터 McColl Center for Visual Art

www.mak.at
+1-323-651-1510

office@MAKcenter.org
Bärbel Vischer/ baerbel.vischer@MAK.at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총 $1,400 

항공료   총 $1,300

숙박  

입주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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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품 판매가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 개최

전시   작품 슬라이드쇼 등 공개 프레젠테이션 2회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14개 (100ft²) ㅣ 24시간 이용 가능

   슬랩 롤러 및 전자 물레 (20개) 구비된 강의실 1개 ㅣ 캔버스 테이블, 

압출기가 구비된 강의실 1개

   별관 내 물레 8개, 가스가마 3개, 전기가마 3개, 유약실 2개, 스프레이 

부스 구비

기타   매월 점토 50파운드 제공

입주기간  1년

본인부담  숙박 

지역연계 프로그램   강의, 시연 등 기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 교류 

프로그램 2회 예정

전시

기타   1주일에 3번 에듀케이션 투어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가 스튜디오 9개 (230-819ft²)

   목재, 금속, 조각, 공예, 판화 작업을 위한 공동 스튜디오 ㅣ 암실 ㅣ 

미디어 랩실

   24시간 이용 가능, 인터넷 접속 가능

지원금   총 $3,300

작품제작비   총 $2,000

여행비   미국내 교통비 지원

숙박   기본가구가 구비된 11개의 숙소 내 개별 침실 ㅣ 격주 청소 서비스

기타   월-금요일 기술 전문 인력 지원

        근교로 업무활동을 위한 외출 시 자동차, 트럭 이용 가능

입주기간  10주

본인부담  보증금 $200

머드플랫 예술가 레지던스 
Mudflat Artist in Residency

149 Broadway 
Somerville, MA 02145

U.S.A
www.mudflat.org
+1-617-628-0589
info@mudflat.org

머드플랫 스튜디오 Mudflat Studio

www.mccollcenter.org
 +1-704-332-5535

artistresidencies@mccoll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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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공예/섬유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생활회화, 초상화, 수채화, 회화, 조각 오픈 스튜디오 주 1회 진행  

워크숍   아트센터의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유료 MAC 강의 및 워크숍을 

할인된 수강료로 이용 가능

강연   요청이 있을 시에 MAC 워크숍에서 강의 참여

전시   1월, 2월에는 니콜라스갤러리Nichols gallery에서 4월에는 본관 갤러리

Main Gallery에서 레지던스 참가자들의 전시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에칭프레스, 보석 및 금속공예 스튜디오 3개 

             직조실이 구비된 섬유예술Fiber Arts 스튜디오 2개 

                전기가마, 가스가마, 소형 주조설비가 구비된 세라믹 스튜디오 2개

             디지털미디어랩

숙박   총 11개의 숙소 ㅣ 주방, 욕실, 트윈침대, 기본 가구 구비 ㅣ 공동사용

혹은 개인 사용 가능

입주기간  1-9개월

본인부담  스튜디오 사용료

             1인실 숙박비 매월 $525 ㅣ 도미토리 숙박비 매월 $350

             보증금 1개월 거주 $50 ㅣ 1개월 이상 거주 $100

멘도치노 예술가 레지던스
Mendocino Artists in Residency

45200 Little Lake Street 
P.O. Box 765 

Mendocino, CA 95460 
U.S.A 

www.mendocinoartcenter.org
+1-707-937-5818

macdirec@mcn.org

멘도치노 아트센터 Mendocino Art Center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코르테즈문화센터The Cortez Cultural Center에서 작업 중인 

작품에 대한 공개프레젠테이션과 작가와의 대화 진행  

전시   메사베르데 공원 내에서 레지던스 작업 결과물을 전시하고 작가와의

대화 진행

공연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일환으로 공연 발표

기타   국립 공원 내의 봉사 활동에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인디언 호건Hogan 스타일의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숙박   침실, 욕실, 주방, 거실, 기본적인 가구 구비, 린넨 제공

입주기간  2주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한점 기증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Mesa Verde Artist-In-Residence 

Program

P.O. Box 8 
Mesa Verde, CO 81330-0008 

U.S.A
www.nps.gov/meve

+1-970-529-4607
MEVE_AIR@nps.gov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Mesa Verde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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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사진/조각/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판화)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스튜디오 6개

              암실 ㅣ 예술서적이 비치된 도서관

              사진촬영장비, 야마하 피아노Yamaha U1 upright piano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

              행정실에 구비된 팩스,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 이용 가능

숙박  개인 침실 6개 ㅣ 주방 및 세탁실 공동사용 ㅣ VCR, 공중전화 구비

식사   1일 3식 제공, 채식식단 및 다이어트 식단 주문 가능

기타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입주기간  3-4주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공예)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워크숍, 슬라이드 강의, 

오픈 스튜디오 및 공연 참가

지원항목
스튜디오   휴이트관Hewitt Building 상층 스튜디오 (20’x30’)

   휴이트관Hewitt Building 하층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20’x 20’)로 조각, 

점토 작업에 적합

   다이오트Dyott 후면 스튜디오는 문학 작가, 음악/작곡가, 수채화가, 사진가,

영상작가에게 적합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다이오트Dyott 중앙 스튜디오는 문학작가에게 적합한 복층구조의 주거

복합형 스튜디오

   다이오트Dyott 전면 스튜디오 (20’x 20’)는 문학작가, 수채화가, 사진작가,

영상작가에게 적합한 스튜디오 

   모든 스튜디오에서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혹은 개별 숙소 제공 ㅣ 기본가구, 침대, 주방, 욕실

구비

입주기간  1-6개월

본인부담  입주 기간 및 이용 스튜디오에 따라 참가비 차등 적용 ($550-

$1,225)

밀레이 예술 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Millay Colony for the Arts 

Residency Program

P.O. Box 3 
Austerlitz, NY 12017 

U.S.A
www.millaycolony.org

+1-518-392-3103
apply@millaycolony.org

밀레이 예술 마을 The Millay Colony for the Arts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

P.O. Box 8
Basin, Montana 5963111

U.S.A
www.montanaartistsrefuge.org

+1-406-225-3500
mar@mt.net

몬태나 예술가 쉼터 Montana Artists Ref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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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건축)

        공연예술 (무용/음악)

프로그램
기타   스위트 브라이아 대학에서 무료 공연, 영화, 연극, 강의 등 참여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문학 작가 스튜디오 10개

   총 9개의 시각예술가 스튜디오 (500-700ft²) ㅣ 디커슨 복합 인쇄기

Dickerson combination press 구비된 스튜디오 ㅣ 220V 전기와 창고 구비된

조각스튜디오 ㅣ 35mm/ 4x5사이즈 음화 프린트 가능한 암실 2개가 구비된

사진 스튜디오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월 2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4개의 회화스튜디오는 24시간 이용가능하며 큰 작업대, 이젤, 넓은 벽, 

작업도구 구비 (300ft²)

   조각스튜디오 2개 ㅣ 석재, 금속, 목재, 점토, 석고 등의 작업을 위한 작

업도구 구비, 용접도구가 구비된 슐츠Schultz 스튜디오 ㅣ 가마가 구비된 

파이어하우스Firehouse 스튜디오 등

   작업도구 구비된 판화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ㅣ 개인 흑백암실 2개 (200ft²)

지원금

작품제작비

항공료   왕복항공료

여행비

숙박   기본 가구가 구비된 개인 숙소 10개 ㅣ 공동 욕실

식사   1일 3식 제공

기타   조각스튜디오 사용 작가에게 기술인력 지원가능

        작품 운송비용

        뉴욕 여행 (선택사항)

입주기간  2개월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Freeman Asian Fellowships

80 Pearl Street
P.O. Box 613

Johnson, Vermont 05656 
U.S.A

www.vermontstudiocenter.org
+1-802-635-2727

addmissions@vermontstudio.org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VERMONT STUDIO CENTER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VCCA)

154 San Angelo Drive
Amherst, Virginia 24521

U.S.A
www.vcca.com

+1-434-946-7236
vcca@vcca.com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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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평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매달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레지던스 참여작가의 프레젠

테이션 및 토론회 진행 ㅣ 지역민에게 공개되는 아트토크 강연시리즈ArtTalk 

Lecture Series 참여

전시   레지던스 기간 중 제작한 작품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7개 (860-2,400ft²)

   스튜디오 및 설치 공간 (총 3,000ft²) 

   관련 작업 도구 구비된 조각 스튜디오 (8,000ft²)

   예술사, 디자인, 미술관 카탈로그 포함한 2,500여 권의 예술 관련 도서가

비치된 클레어하스하워드 연구도서관CLARE HAAS HOWARD RESEARCH LIBRARY

   설치, 퍼포먼스, 작업을 위한 야외 공간 

   35mm카메라, 디지털비디오카메라, VCR, 모니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비디오 프로젝터 등 A/V 설비 ㅣ 비디오 편집실 ㅣ 목재작업실 (900ft²) ㅣ 

암실 ㅣ 용접설비

   *관련 작업 도구 상세 목록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지원금   매월 $750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욕실, 주방, 세탁실 ㅣ 기본적인 가구, CD 플레

이어, 침구류, 식기, 유료 전화기 비치

입주기간  2-4개월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작업한 작품 한점 기증

베미스 레지던스 
Bemis Residency

724 South 12th Street
Omaha, NE 68102

12th and Leavenworth
U.S.A

www.bemiscenter.org
+1-402-341-7130

info@bemiscenter.org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총 3개의 작곡가 스튜디오 내 책상, 의자, 피아노, 롤랜드 전자키보드 구비 

   모든 스튜디오 냉/난방시설 완비 

   도서실에 컴퓨터 구비

숙박   개인 침실, 욕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 

숙소 ㅣ 매주 타월과 침대 시트 제공 ㅣ 동전 세탁기 비치 ㅣ 소형 주방 4개 

   테니스장, 실내/외 수영장, 도서관 탁구대, 비디오, VCR, DVD 등 오락시설

이용가능

식사   1일 3식 제공 ㅣ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 제공은 불가 ㅣ 채식주의 식단

제공 가능

기타   숙소 건물 1층에 위치한 6개의 방은 휠체어 접근 가능하며, 숙소와 

스튜디오간 거리는 휠체어로 5-10분 거리 

입주기간  2주-2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일 $180

              일일 참가비의 25-50%, 약 $45-$90의 기부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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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공예/판화/텍스타일)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수요일-일요일, 4시간 동안 지역민에게 스튜디오 개방

워크숍   최소 월 1회 워크숍, 실연, 슬라이드 강의 ㅣ 워크숍 진행 시 관련 

제작물품은 해당기관에서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입주기간  1주-1개월 

본인부담  소정의 보증금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공공 프레젠테이션 2회 예정 (각 45분)

전시   레지던스에서 창작된 작품은 레지던스 이후 2년 이내 박물관에서 전시

예정

공연   레지던스에서 창작된 작품은 레지던스 이후 2년 이내 박물관에서 공연,

낭독회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주방 시설이 구비된 숙소

입주기간  1개월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Museum of Northern Arizona Artsits in 

Residency

3101 N. Ft. Valley Rd. 
Flagstaff, AZ 86001 

U.S.A
www.musnaz.org
+1-928-774-5213

info@mna.mus.az.us

북아리조나 박물관 Museum of Northern Arizona

틴 샵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Tin Shop Guest Artist Program

150 Ski Hill Road
P.O. Box 168 

Breckenridge, CO 80424 
U.S.A

www.townofbreckenridge.com
+1-970-453-2251

Jennifer Cram / 
jenniferc@townofbreckenridge.com

브레켄리지 타운 Town of Breckenridge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 및 작곡가를 위한 개인 스튜디오 ㅣ 문학작가를 위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숙박   시각예술, 작곡가를 위한 개인 숙소 ㅣ 린넨, 세탁시설 구비

식사   아침, 저녁식사 제공

입주기간  1개월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Blue Mountain Residency Program

P.O. Box 109 
Blue Mountain Lake NY 12812-0109

 U.S.A
www.bluemountaincenter.org

+1-518-352-7391
Ben Strader/ ben@bluemountaincenter.org

블루 마운틴 센터 Blue Mountai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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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매주 예술가들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협업활동을 하며

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진행

전시   레지던스 기간 내의 협업 예술활동 결과물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데이톤Dayton대학교에서 작업 ㅣ 도자기 스튜디오, 사진실, 컴퓨터실,

조각/회화 스튜디오 등 다양한 스튜디오 구비

지원금   총 $7,000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Blue Sky Project Artists in Residency

P.O. Box 575 
Woodstock, Illinois 60098 

U.S.A
www.blueskydayton.org

+1-847-287-6702
Peter Benkendorf / 

peter@involvementadvocacy.org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Blue Sky Project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레지던스 기간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워크숍, 강의, 전시,

퍼포먼스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 관련 예술활동에 참여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내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하며 전화, 팩스 제공

              도서관 ㅣ 회의실

              메인 하우스 내의 응접실에 피아노 비치

숙박  코크란-대번포트 하우스Cochran-Davenport House 내 침실 4개 ㅣ 2개의

욕실, 식당 및 주방 공동사용 ㅣ 생활비품 및 린넨 구비

   애플 하우스Apple House  내 주방과 욕실이 구비된 1인실 제공

   기본가구, 린넨 제공, 세탁시설 구비

식사   가정식 저녁식사 매일 제공 ㅣ 아침과 점심은 준비된 음식으로 주방

에서 식사 가능

   다이어트 식단 가능

입주기간  2-4주

본인부담  참가비 매일 $65 ㅣ 레지던스 요금은 도착 10일전까지 지불 필수

              보증금 레지던스 요금의 10%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SAS Residency Program

P.O. Box 1 
Blue Ridge, GA 30513 

U.S.A
www.sustainable-arts.org

+1-706-838-4727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ustainable Arts Society at Blue Ridge(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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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번역)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월례 오픈 스튜디오 ㅣ 지역사회 예술 후원자, 갤러리 및 

미술관 관계자 등이 참여 ㅣ 작가와 작품에 대해 논의하며, 낭독회, 슬라이드

강의, 스튜디오 투어가 함께 진행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소 내 책상이 구비되어 있으며, 요청 시 스튜디오 제공

              현대미술 도서관

생활비

여행비

숙박   욕실이 있는 개인 숙소 제공

        주방, 식당, 거실, 세탁시설 공동 사용

        휠체어 사용이 용이한 욕실을 갖춘 방 2실 

기타   산타페 대학의 도서관, 체육관 등 사용 가능

입주기간  1개월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월례 오픈 스튜디오 ㅣ 지역사회 예술 후원자, 갤러리 및 

미술관 관계자 등이 참여 ㅣ 작가와 작품에 대해 논의하며, 낭독회, 슬라이드

강의, 스튜디오 투어가 함께 진행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에게 개인 스튜디오에 준하는 공간 제공

   문학작가의 숙소 내 책상이 구비되어 있으며 요청시 스튜디오 제공

   야외에서 작업가능

   갤러리와 전시회 공간 ㅣ 현대미술 도서관

숙박   욕실이 있는 개인 생활공간 제공 

        주방, 식당, 거실, 세탁시설 공동 사용

        휠체어 사용이 용이한 욕실을 갖춘 방 2실

기타   산타페 대학의 도서관, 체육관 등 사용 가능

입주기간  1-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1,000

위터바이너 시 번역 레지던스
Witter Bynner Poetry Translation 

Residency
Michelle Laflamme-Childs / mchilds@sfai.org

1600 St Michael’s Drive 
Santa Fe, NM 87505 

U.S.A
www.sfai.org

+1-505-424-5050
Gabe Gomez / ggomez@sfai.org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SFAI Residency program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anta Fe Art Institute

작품제작비   총 $1,000 (전시지원비용 불포함)

숙박  데이톤Dayton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합숙

입주기간  8주



100

장르  문학 (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ㅣ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개인 숙소 ㅣ 주방, 욕실, 거실 공동사용

입주기간  1-4주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판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조각, 작가, 사진, 다중매체, 드로잉 작업을 위한 장비 구비 
ㅣ 판화 인쇄기와 가마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

숙박  개인 숙소 3개 ㅣ 린넨 제공 ㅣ 세탁시설 구비

식사

입주기간  4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300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Stonehouse Residency 

for the contemporary arts

P. O. Box 52
Miramonte, CA 93641 

U.S.A
www.stonehouseresidency.org

+1-510-632-3363 / +1-510-562-4859
John Huneke / jhuneke@eaglabs.com

Julie Harcos / hha_art@lmi.net

스톤하우스 The Stonehouse Residency

소울 마운틴 리트릿 레지던스 
Soul Mountain Retreat Residencies

P.O. Box 1071 
Old Lyme, CT 06371 

U.S.A
www.soulmountainretreat.com

+1-212-941-5720
soulmountainretreat@yahoo.com

소울 마운틴 리트릿 SOUL MOUNTAIN RETREAT

장르  문학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가을 레지던스 1월, 봄 레지던스 5월에 개최

강연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학교나 단체 대상 프레젠테이션 개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보이든Boyden 스튜디오 (1,500ft²)

   에델만Edelman 스튜디오 (550ft²)

   스미스Smith 스튜디오 (800ft²)

   판화작업을 위한 시설 구비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 & Ecologist Residency Program

P.O. Box 65 
Otis, OR 97368 

U.S.A
www.sitkacenter.org

+1-541-994-5485
info@sitkacenter.org 

Jalene Case/ jalenecase@sitkacenter.org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Sitka Center for ar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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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갤러리, 목공실 공동 사용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주방, 욕실 공동 사용

기타   쓰리월스와 공항 간의 교통수단 제공

입주기간  3-5주 

본인부담  참가비 매주 $150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판화, 공예, 사진 작업을 하는 지역단체와 협동 작

업 가능

전시   그룹전 개최 ㅣ 언론홍보, 웹사이트 내 전시 ㅣ 홍보엽서 제작 ㅣ 

전시 후 도큐멘테이션을 제작하여 작가에게 증정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제공

   기본도구, 목공실, AV 장비 구비 ㅣ 갤러리에 있는 프린터기, 복사기 사용

지원금   총 $1,000 (해당 지역작가의 경우 $ 500 지원)

숙박  숙소 내 기본 가구 구비, 욕실, 주방

기타   쓰리월스와 공항 간의 교통수단 제공

입주기간  10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발적인 지식인들을 위한 레지던스 

Artist-In-Residece Program: thinker-
tank self-directed residency

119 N Peoria #2D 
Chicago, IL 60607 

U.S.A
www.three-walls.org

+1-312-432-3972
Elizabeth Chodos / 

elizabeth@three-walls.org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마 레지던스 

Artist-In-Residece Program: 
Thematic Residency

Shannon Stratton / 
shannon@three-walls.org

쓰리월스 ThreeWalls

   조각스튜디오 (500ft²) ㅣ 작업 테이블, 가마, 물레, 2상(相)의 전력, 목재

도구, 작업대 구비

   미술, 문학, 자연과학에 관한 도서가 비치된 도서관

   스튜디오 내 무선 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피터슨 스튜디오아파트Petterson Studio Apartment, 몰리 하우스Morley 

House, 러스 트리하우스Russ’Treehouse 등 숙소 3개 ㅣ 기본가구, 주방, 욕

실, 세탁시설 구비

입주기간  8-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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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빔 예술가 레지던스  
Eyebeam artists in residence

540 W. 21st Street
(between 10th and 11th Avenues) 

New York, NY 10011
U.S.A 

www.eyebeam.org
+1-212-937-6580

info@eyebeam.org / 
residencyinfo@eyebeam.org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번역/아동문학)

프로그램
세미나   IWP참가자의 작품 발표와 참가자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작품과 

문단의 관계성에 대한 주제로 매주 월요일 국제문학의 오늘 프로그램 참여

   매주 금요일 문학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주간 공개 토론회

   영화를 선정하여 작가들에게 소개하고, 해당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IWP

시네마텍The IWP Cinematheque 참여 

워크숍   창작, 번역, 비교문학에 대해 학생과 참여작가가 함께하는 국제 

번역워크숍

강연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 비소설 작문 프로그램, 번역 MFA프로그램, 

극작가 워크숍, 영화연구, 비교문학,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문학 등 아이오와대학 작품 프로그램 참여 

공연   극작가의 작품을 낭독하고 공연배우들이 대학 내 무대에서 공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IWP에 참여하는 작가가 쓴 희곡 중 10-15분 분량을 

발췌하여 아이오와 대학 연극학과의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며 극작가 메기 

콘로이Maggie Conroy가 지도를 맡아 진행

   매주 일요일 오후 프레리 라이츠 서점Prairie Lights Books에서 작가 워크숍

및 비소설 창작 워크숍과 관련한 낭독회 ㅣ 금요일 오후 쉠보우 하우스

Shambaugh House에서 낭독회 진행 

기타   문화활동 및 현장 답사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아이오와 기념관Iowa Memorial Union에 있는 아이오와 하우스 호텔

기타   까페테리아, Bijou 영화관, 구내 서점, 회의실, 이벤트룸 사용 가능 

입주기간  3개월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1년에 2회 6월, 11월에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교육 연구실Education Lab ㅣ 제작 연구실Production Lab ㅣ R&D

연구실 ㅣ 편집실 ㅣ 목공실 ㅣ 용접실

   각종 기술 관련장비 대여 가능 

   *기술장비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지원금   총 $5,000

입주기간  5개월

아이빔 Eyebeam

국제창작프로그램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100 Shambaugh House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52242-2020 
USA 

iwp.uiowa.edu/about/program.html
+1-319-335-3856

iwp@uiowa.edu
Hugh Ferrer/ hugh-ferrer@uiowa.edu

아이오와대학교 University of I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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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펠로우 프로그램 
Resident Fellows Program

P.O. Box 2420 
Sitka, Alaska 99835 

U.S.A
home.gci.net/~island

+1-907-747-3794
island@ak.net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간이 화장실, 조리도구 구비, 린넨, 연료 제공

입주기간  2-3주

장르  문학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공개 낭독회, 강연 및 토

론, 작문워크숍 등 최소 주1회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항목
생활비   총 $300

숙박

입주기간  1개월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The Island Institute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Isle Royale Artsit in Residency

800 East Lakeshore Drive 
Houghton, MI 49931-1869 

U.S.A
www.nps.gov/isro
+1-906-487-7152

Greg Blust / greg_blust@nps.gov

아일로얄 국립공원 Isle Royale National Park

아카디아 국립공원 Acadia National Park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cadia Artist-In-Residence Program

P.O. Box 177 
Bar Harbor, ME 04609 

U.S.A
www.nps.gov/acad

+1-207-288-3338 
Acadia_Information@nps.gov

장르  문학 / 시각예술 / 공연예술

프로그램

강연

전시

공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1주일에 한번 프레젠테이션, 공연, 강의 등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ㅣ 가을 시즌에는 5-6학년의 학생들과 공동 작업 

3-4시간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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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스튜디오 내 침실 1개, 시설 완비된 주방 ㅣ 린넨 제공 ㅣ 건물 내 세탁

시설 완비 ㅣ 휠체어 사용가능 ㅣ 건물 수용인원 내에서 가족 동반거주 가능

입주기간  2-4주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제작 한 작품 기증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예술가 레지던스 

Archie Bray Foundation
for the Ceramic Arts Artist Residencies

2915 Country Club Avenue 
Helena, MT 59602

U.S.A
www.archiebray.org 

+1-406-443-3502(ext. 13) 
archiebray@archiebray.org

Rachel Hicks / rachel@archiebray.org 

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전시

기타   월 1회 레지던스 예술가들의 모임 

지원항목
스튜디오   나무가마 4개, 전기가마 8개, 가스가마 9개  

 공동 유약실 ㅣ 미팅룸 ㅣ 컴퓨터실 ㅣ 도서관 ㅣ 사진실

 갤러리 공간 3개 

 전 건물 무선인터넷 사용

지원금   펠로우십 프로그램 신청 가능 ㅣ 릴리안 펠로우십Lilian Fellowship,

링컨 펠로우십Lincoln Fellowship, 톤트 펠로우십Taunt Fellowship, 마추타니 펠

로우십Matsutani Fellowship, 엠제이디MJD Fellowship 이상 5개 연간 펠로우십

프로그램 ㅣ 빌앤드스털링 세이지 장학금Bill and Stirling Sage Scholarship Fund,

에릭 마이어 장학금Eric Myhre Scholarship 이상 2개 여름단기 펠로우십 프로

그램 

입주기간    단기 프로그램 6-10월 입주자 3-5개월, 10월-6월 입주자 1-3개월

             장기 프로그램 1-2년 

본인부담  숙박 ㅣ 가마사용비 $4-$500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Archie Bray Foundation for the Ceramic Arts

예술가 공모 프로그램 
JURIED ARTIST PROGRAM

924 Lincoln Road, Suite 205 
Miami Beach, FL 33139 

U.S.A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전시   참여작가가 제출한 전시계획서가 선정될 경우 800 링컨로드 갤러리

800 Lincoln Road Gallery 전시 ㅣ 아트센터의 정면에 위치한 윈도우 갤러리에 

참여작가 작품 전시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Art Center/South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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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평론) 

시각예술 (회화/조각/설치/공예/판화/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가워크숍, 청소년

대상 수업 및 강의, 문학 낭독회, 상업화랑 전시 등 

기타   일주일에 20시간 레지던스 작가 공동 음식준비, 청소, 지역사회 예술

프로그램 등에 참여 

  캔터키 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의 교수 및 지역사회 예술가들과의 만남 

지원항목
스튜디오   다용도 사용 가능한 스튜디오 두 곳 (24x24, 높이12ft)

   도자기, 목공, 조각 및 인쇄작업 시설이 구비된 작업장 스튜디오 (3,600ft²)

숙박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4개 침실을 보유한 건물동 ㅣ 개인 침실과 

욕실을 갖춘 980ft²규모의 이층 건물 ㅣ 가구비치 ㅣ 세탁시설 구비 

식사   식재료 제공 ㅣ 아침, 점심 식사 각자 준비 ㅣ 저녁 식사는 참여자들 

공동 준비 및 식사

입주기간  2-4주 ㅣ 2주는 매달 1일을 시작으로 2주간 1일-14일, 15일-

30일 ㅣ 4주 프로그램은 매달 1일-30일   

본인부담  작품재료비

아트크로프트 ARTCROFT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croft Residency Program 

2075 Johnson Road 
Carlisle, KY 40311 

U.S.A
www.artcroft.org 
+1-859-473-0552 

artcroft@msn.com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아트스터디 프로그램

ArtStudies Program에서 강의

기타   비평가, 큐레이터, 화랑 관계자들과의 1대1 미팅 

지원항목
스튜디오   167-572 ft²의 다양한 크기의 46개 스튜디오 

              사진, 판화 작업에 필요한 장비 공동사용

입주기간  단기 프로그램 3-6개월

             장기 프로그램 3-6년 

본인부담  스튜디오 사용비 ($8.50/ ft²)ㅣ거래세 7%ㅣ연간 공공요금 $200

www.artcentersf.org 
+1-305-674-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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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틱 예술 센터 Atlantic Center for the Arts/ACA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CA ARTISTS-IN-RESIDENCE PROGRAM

1414 Art Center Avenue 
New Smyrna Beach, FL 32168

U.S.A
www.atlanticcenterforthearts.org 

+1-386-427-6975 
Nick Conroy / 

nconroy@atlanticcenterforthearts.org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세미나

강연     

워크숍   일주일에 5회 2시간씩 마스터 작가와 레지던스 참여자 미팅 

  *2009년 134회 레지던스 세션 별 마스터 아티스트 - 시각예술 분야

윌 고튼WILL COTTON ㅣ 시 분야 브렌다 힐만BRENDA HILLMAN ㅣ 작곡 분야 

알빈 루시ALVIN LUCIER

지원항목

스튜디오   24시간 사용가능 

   칸막이 10개 (4x8 ft), 작업 테이블 5개 및 꺽쇠 스탠드 등이 구비된 회화 

스튜디오 (1,885 ft²) ㅣ 전기도구, 도예장비 및 기타 공구가 구비된 조각 

스튜디오 (1,233 ft²) ㅣ 발드윈 스탠드 피아노 1대, 2개 댄스 바, 말리 댄스

플로어가 구비된 댄스 스튜디오 (2,609 ft²) ㅣ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오디오 장비 및 스타인웨이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1대, 64개키의 전자 피아노

3대 등이 구비된 음악 스튜디오 (1,000 ft²) ㅣ 복사기/스캐너 겸용 레이저 

프린터, 무선인터넷 구비되어 시, 소설, 희곡 작가를 위한 회의실 및 워크숍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작가스튜디오

   나무바닥, 스타인웨이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컬러트란 조명보드, 비디오 

프로젝터 등이 구비된 극장 (2,500 ft²)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6대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갖춘 디지털 

미디어 랩

   열람실, 시청각실, 인터넷 연결된 PC 3대, 프린터기 등을 구비한 도서관

숙박  28개의 개인 숙소 ㅣ 침대, 책상, 라디오 알람 시계, 작은 냉장고, 

개인 욕실, 린넨 제공 ㅣ 4개 공간은 휠체어 사용 가능 

식사   주 5일 3식 제공 ㅣ 점심, 저녁 채식식단 가능 ㅣ 특별식단 가능 ㅣ 

24시간 주방 및 주방 이용가능

입주기간  3주

본인부담  참가비 ($850) ㅣ 숙박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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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Yaddo studio residency program

P.O. Box 395 - Union Avenue 
Saratoga Springs, New York 12866-0395 

U.S.A 
www.yaddo.org 

+1-518-584-0746 
Candace Wait / chwait@yaddo.org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무용/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을 위한 판화, 회화, 조각 작업실과 암실 ㅣ 영상작업을

위한 작업실, 편집장비 미구비 ㅣ 작곡을 위한 피아노 스튜디오ㅣ 이동 가능한

거울과 댄스 바가 구비된 무용 스튜디오 ㅣ 침실과 창작실이 겸비된 문학 

스튜디오 ㅣ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스튜디오

숙박  개인침실 제공 ㅣ 장애인을 위한 침실 및 욕실 제공 ㅣ 세탁시설 구비

ㅣ 린넨 제공

입주기간  2주-2개월

야도 스튜디오 Yaddo studio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The Edward F. Albee Foundation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Evergreen Museum & Library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에게 작업 스튜디오 제공 ㅣ 문학작가에게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제공

숙박   침실 제공 ㅣ 공동 욕실 및 세탁시설 ㅣ 린넨 제공

         공동 거실에 TV, DVD 플레이어, VCR, LP 레코드 플레이어 비치  

식사   공동 주방 및 식당에서 각자 해결

입주기간  4-6주

장르  시각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숙박

입주기간  2개월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
The Edward F. Albee Foundation 

Residency Fellows 

14 Harrison St.
New York

N.Y. 10013  
U.S.A 

www.albeefoundation.org 
+1-212-226-2020 

info@albeefoundation.org 

하우스 게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House Guests Residency Program  

4545 North Charles Street 
Baltimore, MD 21210 

U.S.A   
www.museums.jhu.edu/evergreen 

+1-410-516-0341 
evergreenmuseum@jh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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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 재단 Espy Foundation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Elsewhere Artist Collaborative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설치)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식사   식비 지원 

입주기간  1개월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Espy Foundation Residancy Program  

 
P.O. Box 614 

Oysterville, WA 98641  
U.S.A.   

 espyfoundation.org
+1-360-665-5220 

info@espyfoundation.org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퍼포먼스/큐레이팅/건축/디자인) 

        공연예술 (음악) 

        문화일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전시   오브제들을 이용한 전시 

작가와의 대화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진행 

기타   엘스웨어 웹 사이트에 각 작가들의 작업 및 블로그가 링크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YMCA 헬스장 이용가능 

식사   1주 $35 지불 시 아침, 점심, 저녁식사 제공

입주기간  1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200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lsewhere Artist Collaborative’s 

Residency Program  

606 South Elm Street 
Greensboro, NC 27406 

U.S.A.  
www.elsewhereelsewhere.org

+1-336-549-5555 
George Scheer / 

wanderingzoo@elsewhereelsewhere.org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The Ora Lerman Charitable Trust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소어링 가든 하우스 720ft² 크기의 스튜디오 2개실, 기계 장비 

구비 ㅣ 소어링 가든 하우스에서 차로 10분거리 교회 스튜디오 2개

숙박  소어링 가든 하우스 4개의 큰 침실 ㅣ 교회 스튜디오 1-2인이 머물 수

있는 숙소

입주기간  2주-8주

소어링 가든 아티스트 리트릿 
Soaring Gardens Artists’Retreat  

 
RD2 Box 228 

Wyalusing, PA 18853 
U.S.A.  

www.lermantrust.org/
+1-212-645-0834 

dostwald@worldnet.at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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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국제예술센터 OMI International Arts Center

오레곤 주립대학교 Oregon State University 

장르  문학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레지던스 종료 시 낭독 및 작가와의 대화 

출판   온라인 저널 포리스트 로그The Forest Log에 작품 기고 

지원항목  

스튜디오   본부 건물에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실  

지원금   전체 $250 

숙박   침실 3개 구비된 아파트 

식사   조리기구 갖추어진 주방에서 각자 해결

입주기간  1주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입주 마지막 날 밤 독서 및 토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의 및 작업에 적합한 넓은 공간 ㅣ 그랜드 피아노 1대 

지원금   총 $250

숙박   침실 2개 ㅣ 난방시설 ㅣ 전화  

식사   조리기구 갖추어진 주방에서 각자 해결

입주기간  2주

장르   공연예술 (무용)  

프로그램
워크숍

공연   2회에 걸친 오픈 데이 공연 ㅣ 오마이 아트센터 및 뉴욕시 공연

기타   댄스 오마이 디렉터 및 매년 초청받은 게스트 멘토가 공동작업 지도

지원항목  

스튜디오   실내 스튜디오 갖춘 2층 건물  

숙박  인터넷 가능 ㅣ 수영장 시설 ㅣ 자전거 비치  

식사   

입주기간  3주

앤드류스 포레스트 작가 레지던스 
The Andrews Forest Writers’Residency

101 Hovland Hall, Oregon State University 
Corvallis, Oregon 97331 

U.S.A.  
 oregonstate.edu
+1-541-737-6198 

spring.creek@oregonstate.edu  

협동 작가 리트릿 
Collaborative Retreat at Shotpouch Cabin  

댄스 오마이 국제 무용 공동체 
Dance Omi International 

Dance Collective 

59 Letter S Road 
Ghent, New York 12075 

U.S.A.  
www.artomi.org 

+1-212-206-5684
dancers@artom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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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주민 대상 작품 낭독회 

기타  초청연사Guest Speaker 프로그램 ㅣ 에이전트, 에디터, 출판업자들 관련

인사 초청하여 세계 문학 시장 등에 대한 토론 ㅣ ICM, Knopf, Viking/

Penguin, Harcourt 등 출판 관계자들 방문한 바 있음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설 ㅣ 자전거 제공

식사

입주기간  2주-2개월

장르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공연   2차례에 걸친 콘서트 ㅣ 오마이 아트센터 및 뉴욕시 공연 

기타   2009년 게스트 멘토 계수정 (한국, 피아니스트)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식사

입주기간  2-3주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무용/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비평가, 갤러리스트 및 큐레이터, 유명 작가들 스튜디오 방문 

강연   저녁식사 이후 작가, 비평가, 갤러리스트, 큐레이터들이 모여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패널 토론을 통한 강의 

기타   비평가들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참여작가들과 작업에 대한 비평과 

조언을 나누는 비평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 Omi Critics-In-Residence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실내 및 야외 스튜디오 제공 ㅣ 흑백사진 암실 ㅣ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2대 ㅣ 기본 작업도구 ㅣ 기본 용접설비 ㅣ 프로젝션 작업을 위한 

조명 차단가능 스튜디오 2개 ㅣ 기타 기술적 지원 ㅣ 뉴욕 알바니에 위치한 

전문 컬러 사진 연구실 사용 가능 

지원금   펠로우십 선정자에 한해 작업비와 여행비 지원

숙박   공동 숙박 ㅣ 가구와 린넨 제공 

식사   제공 ㅣ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 제공 ㅣ 주방시설 사용 가능 

입주기간  3주 

   * 오마이 국제예술센터와의 협력 하에 국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를 대상으로 매년 두 명에게 레지던스 체류경비 및 

왕복항공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딕 하우스 국제 작가 레지던스 
Ledig House International 

Writers Residency  
writers@artomi.org

뮤직 오마이 국제 음악가 레지던스 
Music Omi International 

Musicians Residency  
musicians@artomi.org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Art Omi International Arts Residency  

artists@artom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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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근로 교환 프로그램 ㅣ 매주 10시간 오세이지 예술

커뮤니티와 공동작업

지원항목
스튜디오   다목적 스튜디오 (6,000ft²) 

   일반스튜디오 2개 (25ft x 45ft, 20ft x 40ft) ㅣ 회화, 드로잉, 조각, 복합

미디어를 위한 스튜디오 ㅣ 이젤, 테이블, 작업 공구, 대형 벽 공간 

   야외 공간 활용 가능 

숙박   가구 시설이 완비된 주택 (1500ft²)   

식사   기본재료 및 식료품 제공하나 식사는 각자 준비 

입주기간  1주-1년 ㅣ 보통 2-6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퍼포먼스/설치/평론/공예/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소거턱과 더글라스 지역주민을 초대 오픈하우스 및 강연회 개최 

세미나    

강연   슬라이드 강의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세라믹 스튜디오 ㅣ 유리공예 스튜디오 ㅣ 회화, 드로잉 스튜디오 ㅣ 

페이퍼메이킹 스튜디오 ㅣ 판화 스튜디오 ㅣ 금속 스튜디오 

   컨벤트 스튜디오The Convent (10ft x11ft)는 2D 및 3D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

에게 이상적이며 가을 레지던스 동안 퍼포먼스, 비디오, 음악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를 위해 사용 

   루츠와 하스 스튜디오The Lutz and The Haas는 공동 스튜디오 공간으로 각 

아티스트에게 10’x10’크기의 개인 공간 제공

   소형 목재 스튜디오 ㅣ 24시간 스튜디오 이용 가능

   인터넷 접속은 가능하나 컴퓨터는 구비 되어 있지 않음 

입주기간  1-5주

본인부담  참가비 1주 $100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Osage Arts Community  

옥스보우 Ox-Bow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Osage Arts Community 
Visiting Artist Program   

89 Eagle Lane 
Belle, MO 65013 

U.S.A.  
www.osageac.org 
+1-573-943-6983 

Mark McClane / msmcclane@pacbell.net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가을 
Ox-Bow Artists in Residence  

 
3435 Rupprecht Way 

P.O. Box 216 
Saugatuck, MI 49453 

U.S.A. 
www.ox-bow.org 
+1-269-857-5811

program@ox-b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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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Wildacres Retreat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설치/평론/공예/판화)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강연  슬라이드 강의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컨벤트 스튜디오 (10’x11’)는 2D 및 3D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에게 이상적 

   소형 목재 스튜디오 등 야외 스튜디오

   24시간 스튜디오 이용 가능 

   인터넷 접속은 가능하나 컴퓨터는 없음 

숙박   오스보우 숙소Ox-Bow Inn 내 1인실 제공 

        레드 빌딩The RED 내 개인 숙소 

        공용 욕실 

식사   1일 3식 제공

입주기간  1-2주 

본인부담  참가비 1주 $520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여름 
Ox-Bow Artists in Residence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거복

합형 스튜디오  

숙박

식사

입주기간  1주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WILDACRES RETREAT 

Residency Program  
 

1565 Wildacres Road 
P.O. Box 280 

Little Switzerland, NC 28749 
U.S.A.  

www.wildacres.org
+1-828-756-4573 

wildacres@wildacr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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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우드 터닝 센터 갤러리에서 전시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University of the ArtsUArts에서 작업  

지원금   매주 $400

항공료     

숙박    

기타   작업 물품

입주기간  8주 ㅣ 매년 8월-10월 사이 입주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The Woodstock Byrdcliffe Guild (WBG)  

우드 터닝 센터 The Wood Turning Center  

터닝센터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The International Turning Exchange (ITE)  

 
501 Vine Street 

Philadelphia, PA 19106 
U.S.A.  

www.woodturningcenter.org
+1-215-923-8000 

info@woodturningcenter.org

예술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원항목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ㅣ 인터넷 사용 가능 

숙박   Villetta Inn의 개인 침실 제공  

식사   주방에서 식사는 각자 해결  

입주기간  4주

본인부담  참가비 $300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Woodstock Byrdcliffe 
Artist in Residence Program  

 
34 Tinker Street 

Woodstock, New York 
U.S.A.  

www.woodstockguild.org
+1-845-679-2079 

wguild@ulster.net 

요세미티 르네상스 Yosemite Renaissance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기타   참여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옥션 행사인 베네핏 옥션
Benefit Art Auction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와워나Wawona 오두막

입주기간  2주-4주 

요세미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Yosemite Artist in Residency Program  

 
P. O. Box 767 

Yosemite, CA 95389 
U.S.A.  

 www.yosemiterenaissance.org 
info@yosemiterenaiss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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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Women‘s Studio Workshop  

장르  시각예술 (사진/공예/판화/북아트) 

지원항목  

스튜디오   에칭 스튜디오 (1200ft²)

   스크린 프린팅 스튜디오 (900ft²) 내에 3 x 4 ft 크기의 스크린, 30 x 40 

인치 크기까지 작업 가능한 사진 장비 구비

   레터 프레스 스튜디오 내에 11 x 18 인치, 14 x 20 인치 크기의 프레스 구비 

   페이퍼 메이킹 스튜디오 (1000ft²) 내에 30 x 40 인치 크기의 프레스, 

다양한 거푸집과 틀 구비 

   공예 스튜디오 (1500ft²) 내에 전기 가마, 전자 물레 및 수동 물레 구비 

   사진 스튜디오 및 암실 

지원금   $ 2000-3000  

작품제작비   $ 700  

여행비    

숙박

입주기간  6주-8주 

 

장르  시각예술 (북 아트) 

프로그램 

전시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아카이브 등록 및 전시 개최 

기타   작업한 에디션의 80% 판매 ㅣ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커미션 50% 

및 판매 마케팅에 대한 작가 협업 

   에디션의 10%에 한하여 해당 기관 아카이브 및 자매 기관 아카이브 등록,

전시 등 개최 

   작가소장은 에디션의 10%

지원항목  

스튜디오   에칭 스튜디오 (1200ft²) 

   스크린 프린팅 스튜디오 (900ft²) 내에 3 x 4 ft 크기의 스크린, 30 x 40 

인치 크기까지 작업 가능한 사진 장비 구비 

    레터 프레스 스튜디오 내에 11 x 18 인치, 14 x 20 인치 크기의 프레스 구비 

   페이퍼 메이킹 스튜디오 (1000ft²) 내에 30 x 40 인치 크기의 프레스, 

다양한 거푸집과 틀 구비 

   공예 스튜디오 (1500ft²) 내에 전기 가마, 전자 물레 및 수동 물레 구비 

   사진 스튜디오 및 암실 

지원금   $ 2000-3000  

작품제작비   $ 750  

여행비     

숙박   

입주기간  8-10주

스튜디오 레지던스 
Studio Residency  

P.O. Box 489 
Rosendale, NY 12472 

U.S.A.  
www.wsworkshop.org 

+1-845-658-9133 
info@wsworkshop.org

아티스트 북 레지던스 
Artist’s Book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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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교육 레지던스 
Art-in-Education Residency  

 
P.O. Box 489 

Rosendale, NY 12472 
U.S.A.  

www.wsworkshop.org
+1-845-658-9133 

info@wsworkshop.org

장르  시각예술 (판화/북 아트)

        문화일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H̋ands-on-art̋  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ㅣ 인근 

고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5학년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전시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에칭 스튜디오 (1200ft²)

   스크린 프린팅 스튜디오 (900ft²) 내에 3 x 4 ft 크기의 스크린, 30 x 40 

인치 크기까지 작업 가능한 사진 장비 구비

   레터 프레스 스튜디오 내에 11 x 18 인치, 14 x 20 인치 크기의 프레스 구비 

   페이퍼 메이킹 스튜디오 (1000ft²) 내에 30 x 40 인치 크기의 프레스, 

다양한 거푸집과 틀 구비

   공예 스튜디오 (1500ft²) 내에 전기 가마, 전자 물레 및 수동 물레 구비 

   사진 스튜디오 및 암실 

지원금   1주 $400

작품제작비   $750

숙박   

기타   스탭들의 기술 지원  

입주기간  8-10주

워터쉐드 겨울 예술가 레지던스 
Winter Artist Residency  

 
19 Brick Hill Rd. 

Newcastle, ME 04553 
U.S.A.  

www.watershedceramics.org 
+1-207-882-6075

info@watershedceramics.org 

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전시   봄 그룹전 

기타   작품판매 

지원항목  

스튜디오   공동 스튜디오 내 35 입방 ft 크기 가마 등 전자 가마 및 다수의

가마 구비

숙박  공동 사용하는 건물 내 개별 숙소 ㅣ 주방    

기타   하워드 코틀러 레지던스 펠로우십에 선정된 참가자는 참가비를 지원

받음

입주기간  8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월 $150 ㅣ 생활비 및 작업물품 비 $325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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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워크숍, 강연 개최 

전시   울른 밀Woolen Mil갤러리에서 여름 전시회 등 개최 

기타   참여 예술가들의 작품을 근간으로 10월 추수감사절 페스티벌 개최 

         주 15-20시간 농장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전기 가마, 물레, 주조소 시설이 완비된 도자기 스튜디오 

숙박  개인 숙소 ㅣ 주방, 개인 욕실, 온수 시설 완비  

입주기간  2주-6개월  

본인부담  여행비 및 작업 물품비 ㅣ 베개, 침대시트, 이불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Wormfarm Artsits in Residency  

 
E7904 Briar Bluff Rd. 
Reedsburg, WI 53959 

U.S.A  
www.wormfarminstitute.org

+1-608 524-8672
wormfarm@jvlnet.com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대지예술)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강의, 워크숍 등 국립 공원에 온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 

지원항목  

스튜디오   실내에 위치한 개인 스튜디오  

지원금   $300

숙박  공원 내 산장 ㅣ 방 2개, 욕실, 주방 및 벽난로 

         제2의 숙소 겸 스튜디오 ㅣ 지하실 공간은 스튜디오로 이용 가능 

입주기간  4주

위스키타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Whiskeytown 

Artists in Residency Program 

P.O. Box 188 
Whiskeytown, CA 96095 

U.S.A. 
 www.nps.gov/whis 

+1-530-246-1225 
whiskeytown.art@gmail.com

웜팜 인스티튜트 Wormfarm Institute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Whiskeytown National Recreation Area  



북
아

메
리

카

117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강연   7-8월 입주자는 6-12세를 대상으로하는 여름 강좌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400ft² 크기의 작업실에 이젤, 크고 작은 테이블, 도구 구비 

   판화제작을 위한 시설은 인근 노르웍Norwalk에 있는 현대판화센터Center 

for Contemporary Printmaking의 시설 이용 

지원금   매월 $500 ㅣ 그룹의 경우 매월 $750  

숙박   조리시설이 구비된 주방을 갖춘 숙소

입주기간  1개월

본인부담  생활비 ㅣ 장거리 전화요금 ㅣ 작품 운송 및 관리비

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워크숍   센터의 취학전 어린이 창의력 수업프로그램Creative Child Center 

Pre-school Program의 일환으로 일주일 20시간 이상 점토 수업 등 다양한 

도예관련 워크숍 진행 

작가와의 대화   센터 내 클레이 센터와 갤러리에서 작가와의 대화 진행 

전시   전시와 병행한 작품 판매 

지원항목
스튜디오   물레, 가마 등 작업 관련 장비가 구비된 도예 스튜디오 

입주기간  1년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작업실 (평균 400 ft²) 

   에칭 프레스 설비 

   안무가, 퍼포먼스 아티스트는 별도의 연습 장소가 없으므로 사전에 로프트

공간예약 필요 

위어 팜 아트센터 Weir Farm Art Center  

위어 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Weir Farm Art Center Artist 

Residency Program  
 

735 Nod Hill Road 
Wilton, CT 06897 

U.S.A.  
 weirfarmartcenter.org

+1-203-761-9945 
Amy Allen / allen@weirfarmartcenter.org 

위치타 아트센터 Wichita Center for the Arts  

위치타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Wichita Center 

Artist in Residency Program  
 

9112 East Central 
Wichita, KS 67206 

U.S.A  
 www.wcfta.com 

+1-316-634-2787 
school@wcfta.com 

유크로스 재단 Ucross Foundation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Ucross Foundation Residency Program  

 
30 Big Red Lane 

Clearmont, WY 82835 
U.S.A.  

www.ucrossfoundation.org 
+1-307-737-2291 
info@ucro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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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저녁 식사 후 서로의 작업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음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ㅣ 조각 스튜디오 ㅣ 사진 스튜디오 (암실은 

없음) ㅣ 작곡가 및 뮤지션을 위한 피아노 방 ㅣ 문학작가 숙소 겸 스튜디오 7개 

   도서관 및 인터넷 서비스

숙박  주방 조리 기구 구비  

기타   보트, 자건거 등 이동 수단 제공

입주기간  2주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Eastern Frontier Educational Foundation 

익스플로러토리움 exploratorium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Norton Island Residency Program  

 
446 Long Ridge Rd 
Bedford, NY 10506 

U.S.A.  
www.easternfrontier.com  

webmaster@easternfrontier.com

장르  시각예술 (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사운드아트) 

        공연예술 (연극/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다양한 기계시설을 갖춘 작업장 ㅣ 목공 작업장 ㅣ 미디어 및 

전기 실습실 ㅣ 그래픽 작업 시설 완비

   130석 규모의 공연장 ㅣ 전시공간

지원금     

생활비     

항공료     

숙박   외부 시설이용에 따른 경비 지원    

숙박

식사

본인부담  보증금 $50

입주기간  2주-8주 

실험적 레지던스 
Experimental Residencies  

3601 Lyon Street 
San Francisco, CA 94123 

U.S.A.  
www.exploratorium.edu/arts 

+1-415-563-7337 
Pamela Winfrey / pamw@exploratorium.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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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회화, 사진) 

프로그램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국립공원 방문객을 위한 작업 프레젠테이션, 전시, 

워크숍 등 작가가 구성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주방 조리 시설 구비

입주기간  2주-4주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중 인디아나 듄스 국립 호안을 작업한 드로잉 등 

작품 기부

   * 동 기관에서 진행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in-Residence과 

연계 가능

입주기간 1-2주

장르  시각예술 (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사운드아트) 

        공연예술 (연극/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다양한 기계시설을 갖춘 작업장 ㅣ 목공 작업장 ㅣ 미디어 및 

전기 실습실 ㅣ 그래픽 작업 시설 완비

   130석 규모의 공연장 ㅣ 전시공간

지원금     

작품 제작비     

생활비     

항공료     

숙박  외부 시설이용에 따른 경비 지원

입주기간  1-6개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Indiana Dunes National Lakeshore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Indiana Dunes Artist in Residency  

 
1100 North Mineral Springs Road 

Porter, Indiana 46304 
U.S.A.  

www.nps.gov/indu 
+1-219-926-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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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사운드/

        라디오 아트)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6월말부터 8월초까지 하절기 거주 작가의 경우 작업과정 

및 작품 전시 

강연   팔로 알토 아트센터THE PALO ALTO ART CENTER와 함께 진행하는 강

연 프로그램으로 레지던스 참여작가 중 5명의 작가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강연 개최 

작가와의 대화   레지던스 참여작가 중 2명의 시인이 진행하는 시 낭독회 

및 Q&A 프로그램 일요일의 살롱SUNDAY SALON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가를 위한 3개의 스튜디오 및 암실 

              댄스 스튜디오, 암실, 음악 작곡 스튜디오 

               슬라이드 프로젝터, 스크린,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TV, VCR 완비

              공용 공간 내 인터넷 설비 

숙박   공동 욕실 및 세탁시설  

식사   월-금요일까지 저녁 식사 제공 ㅣ 평일 아침, 점심식사 및 주말 식사는

준비된 재료로 각자 해결

입주기간  4-5주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Djerassi Resident Artists Program  

 
2325 Bear Gulch Road 

Woodside, CA 94062-4405 
U.S.A.  

 
www.djerassi.org 
+1-650 747-1250 

Dennis O’Leary / drap@djerassi.org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Djerassi Resident Artists Program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문화일반 (환경연구가)

프로그램
전시   디렉터의 추천으로 레지던스 기간 중 캣스킬 센터의 Erpf 갤러리에

서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플랏트 클로브 오두막 2층에 3개의 트윈 침대 ㅣ 작업 책상 ㅣ 주방

시설 완비 ㅣ 샤워 시설은 인근 노스 레이크에 위치

입주기간  2일-2주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PLATTE CLOVE ARTISTS-IN-RESIDENCE  

 
P.O. Box 504, Rt. 28 

Arkville, NY12406 
U.S.A.  

www.catskillcenter.org 
+1-845-586-2611 

cccd@catskillcenter.org 
Inverna Lockpez, Director /

invernalockpez@yahoo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The Catskill Center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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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조각) 

프로그램
출판

전시   레지던스 기간 종료 시 작가 작품 전시 ㅣ 웹 사이트와 아카이브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2개 (각 400ft²) 

   야외 스튜디오 ( 5500ft²) 

   디지털 장비 완비 ㅣ 공기 수공구, 전자 수공구 완비 ㅣ 나무 작업 장비 

완비 ㅣ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ㅣ 강철 장비 완비 ㅣ 조명, 패브릭 샵이 

스튜디오 주위에 위치 

지원금   $1,000

작품 제작비   $1,000

숙박  스튜디오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개인 숙소 ㅣ 공동 주방과

욕실

기타   작업 어시스턴트 지원

입주기간  2개월 ㅣ 12월은 제외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125 ㅣ 뉴욕이 거주지가 아닌 참가자의 경우 

명목적인 숙박 요금 지불

조각을 위한 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Sculpture Space Residency Program  

 
12 Gates Street 
Utica, NY 13502 

U.S.A.  
culpturespace.org

+1-315-724-8381 
info@sculpturespace.org

조각을 위한 공간 Sculpture Space

장르  문학

프로그램
워크숍  워크숍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료화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6개월 $5,000 ㅣ 11개월 $10,000  

숙박  난방, 수도, 전기 시설 ㅣ 지역 전화, DSL 접속 서비스 ㅣ TV, DVD플

레이어, 라디오 보유

식사   주방에서 각자 해결  

기타   스토닝턴 커뮤니티 센터 지역 YMCA 회원권

입주기간  6개월 또는 11개월 중 선택

제임스 메릴 작가 레지던스 
James Merrill Writer-in-Residence  

 
107 Water Street 

Stonington, CT 06378 
U.S.A.  

 www.jamesmerrillhouse.org
writer@jamesmerrillhouse.org  

제임스 메릴 하우스 The James Merrill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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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한 달에 1회 

강연   한 달에 1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공동 스튜디오 ㅣ 유약, 광택 작업 스튜디오 ㅣ 쇠, 철 주조 

스튜디오 ㅣ 가마가 구비된 도예 스튜디오 ㅣ 24시간 개방 

생활비     

숙박   개인 침실  

식사   식비 제공  

기타   작업재료 제공 ㅣ 기술적 지원

입주기간  2-6개월 ㅣ 최소 3개월 이상 권장

예술/산업 레지던스 
Arts/Industry Residency  

 
608 New York Avenue 

Sheboygan, WI 53081-4507 
U.S.A.  

 www.jmkac.org 
+1-920-458-6144 

Ruth DeYoung Kohler / rkohler@jmkac.org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John Michael Kohler Arts Center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참여작가의 작품으로 연간 1-2회의 기획 전시 ㅣ 전시기간

6-12개월

지원항목  

스튜디오     

지원금   총 $1,000

숙박  가구 완비된 아파트 제공

기타   미술관 소장품과 문서 자유열람 ㅣ 미술관 스탭 및 인턴의 기술적 지원

입주기간  2-3개월 

치나티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chinati Foundation 

residency program  
 

P.O. Box 1135 
1 Cavalry Row 

Marfa, TX 79843 
U.S.A.  

www.chinati.org
+1-432-729-4362 

information@chinati.org

치나티 재단 The Chinati Foundation

장르  시각예술 (사진/영상/북아트/사운드 아트)

프로그램
전시   칼라 갤러리에서의 연례 전시회 및 웹 전시 등

지원항목  

스튜디오   판화 스튜디오 (8,000ft²) 내 다양한 인쇄장비, 워크숍 공간, 암실,

산화실Acid Room, 노출실, 편집실 및 간이 조리대 등 구비

   전자 미디어 센터 (EMC-450ft²) 내 미디어 관련 장비 구비 

   전시 공간 (1,400ft²) 

칼라 아트 인스티튜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Kala Art Institute 
Artist-In-Residency Program  

1060 Heinz Avenue 
Berkeley, CA 94710 

U.S.A.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Kala Ar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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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저명한 예술가들과 갤러리 소유자가 참여작가의 작업에 대한 비평

세션 제공

전시

기타   1000여 명이 넘는 회원, 콜렉터, 캐이프코드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전시와 작품판매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초대 가정에서 제공하는 작업 공간  

숙박   초대 가정에서 홈스테이

식사   아침식사 제공

입주기간  2주

캐이프코드 예술가 레지던스 
The Cape Cod Artist in Residency  

 
3480 Route 6A 

P.O. Box 85 
Barnstable, MA 02630 

U.S.A.  
 www.capecodartassoc.org 

+1-508-362-2909 
curator@capecodartassoc.org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The Cape Cod Art Association  

www.kala.org 
+1-510-549-2977 / +1-510-540-0935 

kala@kala.org 

칼라 펠로우쉽 상 
Kala Fellowship award

   개인별 창고공간 제공 

   스튜디오 24시간 이용 가능 

기타   칼라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개인 레슨 20% 할인

입주기간  1개월-3개월

   * 3개월 레지던스 프로그램 종료 이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받고 

6개월까지 레지던스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6개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이전 

3개월 레지던스 프로그램 종료자에 한해 지원

본인부담  참가비 작업실 이용빈도 및 기간에 따라 월 $100-365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판화/북 아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기간 중 완성한 작품을 칼라 갤러리에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판화 스튜디오 (8,000ft²) ㅣ 음각, 모노타입/모노프린트, 목판, 

석판인쇄, 스크린인쇄, 활판인쇄, 흑백 사진 작업가능 ㅣ 암실, 산화실acid 

room, 노출실, 석판화, 다목적/공용 프레스, 편집실, 활판 인쇄, 인쇄지 준비/

인화물 건조기 시설구비 ㅣ 주요 기기로는 아메리칸 프렌츠 툴 에칭 프레스 

3대, 그리핀 에칭 프레스 2대, 태커치 전자 석판화 프레스1대, 밴더쿡 프레스

2대), 자외선 노출 설비, 바이오트론 자외선 진공 노출 테이블, 앤더슨 브릴

랜드 Photo-Polymer 제판기 등 프레스기 8대

   전자 미디어 센터 (450ft²) ㅣ디지털 사진, 디자인, 대형 인쇄, 디지털 비디오

편집 작업가능 ㅣ 사진 촬영 스튜디오 구비

지원금   총 $3,000

입주기간  최장 6개월

본인부담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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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판화)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공개 프레젠테이션 ㅣ 슬라이드 강연, 토크, 작업과정 비

공개 전시, 비공식 오픈 스튜디오 및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젊은 작가들과

의 워크숍 중 선택

기타   작품 판매 ㅣ 판매될 경우 센터 측은 50%의 커미션 보유

지원항목  

스튜디오   헬렌 프랑켄탈러Helen Frankenthale 판화 작업장 시설에 자동 에

칭 프레스 (39̋ X72̋ ) ㅣ 수동 에칭 프레스 28̋ X48̋ ) ㅣ 큰 벽 공간이 

있으며 컨템포러리 프린트 메이킹 센터CCP의 메인 빌딩에 음각 인쇄 장치 
ㅣ 실크스크린 장비 ㅣ 컴퓨터 디자인 연구실 ㅣ 포토 프린트메이킹 장비

숙박  헬렌 프랑켄탈러 판화 작업장 내 2개의 침실 ㅣ 주방 및 세탁 시설 
ㅣ 냉난방 시설 ㅣ 휠체어 출입 가능

입주기간  1주-1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주 단위로 지불 ㅣ 참가비 절감을 위해 한 공간에서 두 명이

함께 작업 가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Mathews Park 
299 West Avenue, 

Norwalk, CT 06850 
U.S.A.  

www.contemprints.org 
+1-203-899-7999

info@contemprints.org

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 센터 Center for Contemporary Printmaking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강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목재 스튜디오 ㅣ 세라믹 스튜디오 ㅣ 봉제 및 직조실 ㅣ 비디오

사운드 랩 ㅣ 실외 회화 및 드로잉 스튜디오 ㅣ 판화 설비 구비 ㅣ 1층에 

17x9ft 크기의 갤러리 ㅣ 작업시설 24시간 이용 가능 

지원금   매주 $50 ㅣ 참가자의 90% 지급 ㅣ 지원금 수혜 예술가는 1주 

5-10시간 센터에서 자원봉사

숙박  우드사이드 교회 캠퍼스에서 생활  

입주기간  해외 작가의 경우 6개월까지 입주 

본인부담  참가비 월 $1150 ㅣ 주 $290 ㅣ 재참가자 20% 할인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레지던스 
Contemporary Artists Center Residency  

 
71 Mill Street 

Troy, NY 12180 
U.S.A.  

www.thecac.org
+1-518-320-0628 

residency@thecac.org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The Contemporary Artis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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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프로그램
강연   지역 대학에서 유료수업 참여 가능

출판   작품 일부 출판 혹은 해당 기관 내 홈페이지에 게재

공연   케루악 하우스 낭독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침실, 주방 등을 갖춘 케루악 하우스 내에서 거주

입주기간  3개월

잭 케루악 작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The Jack Kerouac Writer in Residence 

Project

P.O. Box 547477 
Orlando, Florida 32854 

U.S.A
kerouacproject.org

kerouacinflorida@hotmail.com

케루악 프로젝트 Kerouac Project of Orlando

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점에 스튜디오 강의실에서 개최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

지원항목
스튜디오   유리공예 스튜디오

              유리의 역사, 유리 공예에 관련된 자료들이 소장된 도서관

입주기간  1개월

장르  시각예술 (공예)

지원항목  

스튜디오   코닝 유리 박물관의 유리공예 스튜디오 이용 ㅣ 도서관 

              존 마이클 콜러 아트센터의 작업 시설 이용 가능

여행비  

숙박

식사

입주기간  코닝 유리 박물관 1개월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2-6개월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Studio’s Artist-in-Residence 

program 

One Museum Way 
Corning, NY 14830-2253 

U.S.A  
www.cmog.org

+1-607-974-6467
thestudio@cmog.org

콜러 아트센터와 함께 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Joint Artist-in-Residence Program 
with Kohler Arts Center

 

코닝 유리 박물관 Corning Museum of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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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3주간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인텐시브 레지던스
STUDIO INTENSIVE RESIDENCY

504 E Denny Way #1 
Seattle, WA 98122 

U.S.A

크럴 스패이스 Crawl Space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숙박   개인 숙소 ㅣ 욕실과 주방 공동 사용  

입주기간  1개월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Colorado Art Ranch Residency  

 
6878 Taft Court 

Arvada, CO 80004 
U.S.A

www.coloradoartranch.org
+1-303-279-5198

info@coloradoartranch.org 

콜로라도 아트 랜치 Colorado Art Ranch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알바마 흑인거주지역에 대한 영감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그와 관련한 강연, 워크숍을 진행하는 시각예술 프로젝트 참여

   지역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강연,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

   지역민과 단체가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그램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목재작업 스튜디오 

              이미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구비

작품제작비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티스트에게 지급

생활비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티스트에게 지급

여행비   공공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티스트에게 지급

숙박  개인 숙소 2개 ㅣ 거실, 욕실, 주방 공동 사용

입주기간  1-3개월

인다 하이타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nda Hightower 

Artists-in-Residence Program 

630 Avenue A 
York, AL, 36925 

U.S.A  
colemanarts.org
+1-205-392-2005

info@colemanarts.org

콜맨 센터 The Colema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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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퍼포먼스)

        공연예술 (다원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학생들과 예술, 과학, 사회학 분야에 대해 연구

하는 프로젝트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디지털 미디어 장비 ㅣ 필름 디지털 편집 장비 

             사진, 조각 스튜디오

             음악 녹음실

기타   카네기 멜론 대학 내 도서관, 체육시설 등 이용 가능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6개월-1년

본인부담  숙박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STUDIO for Creative Inquiry 
Artist Residency Program

 
College of Fine Arts Room 111

Carnegie Mellon University
5000 Forbes Avenue

Pittsburgh, PA 15213-3890
U.S.A  

www.cmu.edu/studio
+1-412-268-3454

studio-info@andrew.cmu.edu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The STUDIO for Creative Inquiry

www.crawlspacegallery.com
+1-206-322-5752

info@crawlspacegallery.com

지원금   총 $500

숙박   화장실, 간이 조리대, 매트리스 구비

식사   비상식 구비

        지역단체가 제공하는 식사가 스튜디오로 배달됨

입주기간  1주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기타   비평가, 작가, 큐레이터들이 참여작가를 방문하여 비평을 논하는 

프로그램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400-800ft²) ㅣ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인터넷 

접속 가능

   목재작업 스튜디오

기타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숙박

트라이앵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Triangle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sidency  
 

20 Jay Street, Suite 318 
Brooklyn, NY 11201 

U.S.A
www.triangleworkshop.org

+1-718-858-1260
mail@triangleworkshop.org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Triangle Ar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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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

프로그램
공연   스탠리 쿠니츠 커먼룸The Stanley Kunitz Common Room에서 낭독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지원금   총 $650

숙박  2-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스탠리 쿠니츠 커먼룸The Stanley Kunitz Common 

Room에 거주 공간 2곳

입주기간  7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판화)

프로그램
전시   허드슨 D. 워커Hudson D. Walke 갤러리에서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400ft²)

              에칭프레스가 구비된 판화 스튜디오

              목재작업 스튜디오

              암실이 구비된 사진 스튜디오

지원금   총 $650

숙박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겨울 펠로우십-문학 
Winter Fellowship Program 

겨울 펠로우십-시각예술 
Winter Fellowship Program

24 Pearl Street
Provincetown, MA 02657 

U.S.A
www.fawc.org

+1-508-487-9960
general@fawc.org

파인 아트 워크 센터 The Fine Arts Work Center

트라이앵글 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Triangle Artist’s Workshop Program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두차례에 걸친 패널토의가 진행되며 그 중 한번은 일반인에게 공개됨

기타   비평가, 작가, 큐레이터들이 참여작가를 방문하여 비평을 논하는 

프로그램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방형 스튜디오

              목재작업 스튜디오, 암실, 프린트실

숙박

식사

기타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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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7개월

본인부담  비디오 아티스트의 경우 편집 장비 각자 준비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레지던스 기간 중 한 차례 진행하며 설명, 토크, 공원 탐사,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

전시   완성한 작품은 페트리파이드 국립공원 박물관에 기증하여 전시하며, 

한 해 동안 기증받은 작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박물관에 영구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숙박  오색사막Painted Desert 내에 위치한 숙소로 침실, 거실, 주방 구비

입주기간  2주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Artist in Residence  

1 Park Road 
P.O. Box 2217 

Petrified Forest, AZ 86028  
U.S.A.  

www.nps.gov/pefo
+1-928-524-6228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장르  시각예술 (판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레터프레스 스튜디오 내 프레스기, 메탈타입, 마그네틱 플레이트 

베이스, 박스카 베이스, 포토폴리머 플레이트메이커, 조명 테이블, 기요틴 

트리머, 건조대 등 구비

   판화 스튜디오 내 에칭프레스, 리토프레스, 테이블탑 콤보 프레스, 

핫 플레이트, 로진박스, 강판 절단기Plate Cutter, 건조대 등 구비

숙박

입주기간  2주-1개월

판화 및 활판인쇄 겨울 레지던스
Winter Residencies 

in Printmaking and Letterpress

67 Doras Trail
Penland, NC 28765 

U.S.A
penland.org

+1-828-765-5753
Dana Moore / danamoore@penland.org

펜랜드 공예학교 Penland School of 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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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업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개최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 러닝 랩

Learning Labs에 매주 6-8시간 참여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 공간 (2000ft²) 내 스탭 사무공간, 주방, 화잘싱, 샤워시설 

및 간이 침대 구비

   야외 조각 작업실 (3,000ft²)

지원금   매주 $250

입주기간  6-8주

본인부담  숙박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CREATIVE RESIDENCIES 

AT Platte Forum

1610 Little Raven Street, Suite 125
Denver, CO 80202 

U.S.A
www.platteforum.org

+1-303-893-0791
judy@platteforum.org

플랫트 포럼 Platte Forum

장르  문학 (시/소설)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건축/디자인/판화)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3개

              MAC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비, 무선 인터넷 가능

숙박   침실 5개 ㅣ 욕실 5개 ㅣ 주방

입주기간  4주, 6주, 8주 ㅣ 8주 이상 가능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The Prairie Center of the Arts 

Artist Residency

1506 SW Washington Street 
Peoria, IL 61602 

U.S.A
www.prairiecenterofthearts.org

+1-309-673-5589
Michele Richey /

michele@prairiecenterofthearts.org

프레리 아트 센터 The Prairie Center of the Arts

장르  시각예술 (회화/사진)

지원항목
스튜디오   침실 2개, 욕실이 있는 셜리반 오두막Sullivan’s Creek Cabin 

         침실 2개, 주방, 거실, 욕실이 있는 센드 포인트 레지던스Sand Point Residence

   침실 3개, 주방, 세탁시설이 구비된 그랜드 마레 돔Grand Marais Dorm

    침실 3개, 주방, 거실이 있는 그랜드 마레 팜하우스Grand Marais Farmhouse

픽쳐드 록스 예술가 레지던스
Pictured Rocks Artist in Residence

N8391 Sand Point Road 
P.O. Box 40 

Munising, MI 49862-0040 
U.S.A

픽쳐드 록스 국립호안 Pictured Rocks National Lake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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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연 1회 필척 유리공예학교의 학생들을 초대하여 오픈스튜

디오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유리판화vitreography 스튜디오 ㅣ 회반죽작업 스튜디오plaster 

studio ㅣ 목재, 금속 스튜디오

   퓨징, 슬럼핑, 캐스팅 가마, 프래임워킹 토치, 냉각 장비

   도서관

   인터넷 접속 가능

지원금   총 $1,000

숙박   개인 숙소 ㅣ 공동 욕실 및 주방

기타   기술 인력 지원

입주기간  8주

신진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EAiR)
EMERGING ARTIST IN RESIDENCE 

(EAiR)

1201 - 316th Street NW
Stanwood, WA 98292-9600 

U.S.A
pilchuck.com

+1-360-445-3111
info@pilchuck.com

필척 유리공예학교 Pilchuck Glass School

piro_information@nps.gov
+1-906-387-3700, 2607

입주기간  1-4주 

본인부담  작품 한점 기증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사진/영상/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역민에게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비영리 단체와의 협동 프로젝트 참여

전시   시각예술 참여자는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쇼케이스에 참여 ㅣ 레지던

스의 처음과 끝에 특별 갈라 이벤트 진행 시 작품 판매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용접 작업이나, 도예 작업, 유리 예술가와 같이 큰 공간과 장비가 필요한 

스튜디오는 한정되어 있음 ㅣ 암실, 판화설비, 편집 장비 없음

숙박

기타   주 15-20시간 허브버브의 업무활동 보조시 두 달에 $300 지급

입주기간  11개월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UB-BUB Artists in Residence Program

149 S. Daniel Morgan Avenue, Suite 2
Spartanburg, South Carolina 29306

U.S.A
www.hub-bub.com

+1-864-582-0056
alix@hub-bub.com

허브버브 HUB-B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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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평론)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평론/판화)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문화일반 (예술경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1년에 세차례 개최

작가와의 대화   레지던스 참여작가와 헤드랜드아트센터 소속작가의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됨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40개

   목재 작업 스튜디오 ㅣ 암실 ㅣ 슬라이드 프로젝터, 비디오카메라, VCR, 

DVD플레이어 및 모니터 구비

   인터넷 접속 가능하며 레이저 프린터가 구비된 도서관 

지원금   매주 $500

숙박   침실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문학, 예술행정, 비평 부분 참여자는 숙소 내에서 작업

식사   숙소 내 거주 작가에게 주 5회 저녁 식사 제공

        숙소 외 거주 작가에게 주 2회 저녁 식사 제공

입주기간  1-6개월 (평균 3개월)

헤드랜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adlands Center for the Arts 

The Artist in Residence program

944 Fort Barry 
Sausalito, CA 94965

 U.S.A
www.headlands.org

+1-415-331-2787
info@headlands.org

헤드랜드 아트센터 Headlands Center for the Arts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작사/평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2층 별장의 1층을 작업 공간으로 사용 

              헤지브룩 도서관 내 700권 이상의 도서 및 자료 비치

숙박   숙소로 사용하는 6개의 별장 ㅣ 더블침대, 램프, 의자, 옷장, 책장이 

구비 ㅣ 1층에 위치한 욕실 및 주방 공동사용

식사   유기농 식단

입주기간  2주-2개월

작가 레지던스
WRITERS IN RESIDENCE

2197 Millman Road 
Langley, WA 98260 

U.S.A
www.hedgebrook.org

+1-360-321-4786
connect@hedgebrook.org

헤지브룩 Hedgebr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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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

        공연예술 (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 예술 3개, 작곡 3개, 문학 5개의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도서관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가능

        메인 하우스 내 공동 주방, 세탁시설 이용 가능

입주기간  3-4개월

장르  시각예술 (홀로그래픽 아트)

지원항목
스튜디오   총 5일 동안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 1주일간 

사용기간 연장 가능

기타   기술인력 및 프로덕션 마스터의 진행 보조 지원 ㅣ 작품 운송 지원

입주기간  5-12일

본인부담  숙박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Helene Wurlitzer Foundation 

Artist in Residence Programs

P.O. Box 1891 
Taos, New Mexico 87571 

U.S.A
www.wurlitzerfoundation.org

+1-575-758-2413

홀로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olocenter Artist in Residence program

45-10 Court Square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

U.S.A
holocenter.org

+1-718-784-5065
info@holocenter.org

헬렌 율리처 재단 The Helene Wurlitzer Foundation of New Mexico

홀로 센터 HOLOCENTER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스크리닝 전시

        공립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스크리닝 프레젠테이션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온라인 편집실, AVID 미디어 컴포저, 캠코더, 무선 마이크, 

BETACAM, DVCAM와 같은 프로덕션 및 마스터링 장비, 기타 비디오 프로

덕션 장비 구비된 스튜디오

입주기간  3-6개월 ㅣ 6개월 연장 가능  

홈 예술가 레지던스
Home, Inc Artist in Residence

165 Brookside Ave Extension. 
Boston, MA 02135 

U.S.A
www.homeinc.org
+1-617--266-1386

Alan Michel / alanmichel@homeinc.org

홈 Hom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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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공연   냉각탑 내에서 8시간 동안 연주하고 녹음하는 필드 레코딩 진행

기타   공연 이후 30-40분 분량의 작품 완성 및 마스터 레코딩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품제작비

입주기간  3개월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종료 후 최대 1년 간 CLUI 센터의 웬도버 전시홀에서 전시

        작가/연구자의 동의 하에 순회 전시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기본 도구가 구비된 스튜디오 (2,000ft²)

지원금   매주 $250

작품제작비   일부 지원 

여행비   교통비 일부 지원 

숙박  주방, 욕실이 구비된 레지던스 서포트 유닛The Residence Support Unit

에서 숙박 (12 x 60ft)

입주기간  3-8주  (입주기간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본인부담  참가비

환경미학 Satsop 레지던스(EASR)
Environmental Aesthetics Satsop 

Residency

P.O. Box 85104 
Seattle, Wa. 98145-1104 

U.S.A 
www.environmentalaesthetics.org
info@environmentalaesthetics.org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Wendover Residence Program

9331 Venice Boulevard 
Culver City, CA 90232 

U.S.A 
www.clui.org

+1-310-839-5722
clui@clui.org

환경미학(EA) Environmental Aesthetics

CLUI CLUI(The Center for Land Use Interpretation)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최소 1회 오픈 스튜디오 진행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고등학생과 함께하는 재단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CUE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CUE Studio Residency Program

511 West 25th Street, Ground Floor
New York, New York 10001 

U.S.A

CUE 예술 재단 CUE Ar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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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영상)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매주 2시간 고등학생 5명을 지도하여 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완성하며, 완성된 작품은 cWOW 나 다른 기관의 전시회를 통해 공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갤러리 어페로Gallery Affero에 위치한 개인스튜디오 (1,100ft²)

   대안공간 cWOW 내 전시공간 (1,600ft²), 메인 갤러리, 뉴 미디어 프로젝트

룸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스크린 (9ft) 및 평면TV, 비디오 프로젝션 구비

지원금   총 $1,200

작품제작비   일부 지원

입주기간  17주

본인부담  숙박

뉴와크 뉴 미디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Newark New Media 

Artists in residency program

6 Crawford Street 
Newark, NJ 07102 

U.S.A
cwow.org

+1-973-622-1188
info@cwow.org

cWOW City Without Walls

www.cueartfoundation.org
+1-212-206-3583

Beatrice Wolert-Weese /
beatrice.wolert@cueartfoundation.org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400ft²) ㅣ 책상, 의자, 환풍기, 개수대, 소형 냉

장고 및 공동욕실 구비 ㅣ 24시간 이용 가능

지원금   총 $1,200

입주기간  10주

본인부담  숙박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ㅣ 레코딩 스튜디오 ㅣ 퍼포먼스 공간 ㅣ 아트 

갤러리 ㅣ 흑백 암실

숙박  주방, 욕실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50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DoS Artist in Residence program

1011 12th STREET 
ANACORTES, WA 98221 

U.S.A
www.departmentofsafety.com

+1-360-293-8361
info@departmentofsafety.com

DoS The Department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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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다원예술)

프로그램
공연   월례 예술가 미팅을 통해 매달 2-4명 창작 과정에 있는 작품을 선정

하여 공개 발표하며, 각 세션별 8-10차례 진행

   참자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순회 공연 혹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HERE 

THERE 프로그램 참여

기타   세무,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 프로젝트 기획 및 예산편성, 마케팅, 

비영리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워크그룹Work Group 격주 진행

   창작부문Development Component 중 선정된 2-4개의 프로젝트는 HERE와

공동 제작에 참여하게 됨

   매년 1주일간 예술 공동체 내에서 은거, 작업에만 몰두할 기회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최소 1년-최장 3년 ㅣ 상호 합의하에 연장 가능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Artist Residency Program

145 Sixth Ave 
NewYork, NY 10013 

U.S.A 
www.here.org

+1-212-647-0202
harp@here.org

HERE 아트센터 HERE Arts Center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무용/다원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협동창작과정에 대중과 상호작용하거나 대중이 참여

할 수 있는 전시, 퍼포먼스, 설치, 워크숍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

지원항목
지원금   최대 $5,000

입주기간  2주-1개월

본인부담  숙박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B Residency Program

I40 Second Ave. #501 
NewYork, NY 10003 

U.S.A 
www.ilandart.org
+1-917-860-8239
info@ilandart.org

iLAND iLAND (Interdisciplinary Laboratory for Art, Nature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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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5월과 11월에 3일간 진행되는 주말 공개전시회 개최

기타   전문가들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작가와의 대화 및 비평적인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는 비평가 초청 프로그램The Guest Critic Series 진행

   뉴욕 시와 미국 북동부의 아트 센터를 방문하는 필드트립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300-400ft²) ㅣ 무선인터넷, 24시간 이용 가능

입주기간  3-12개월

본인부담  2010년 참가비 1년 $2,100

             단기거주 참가비 매월 $1,750

   * ISCP는 스튜디오 및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며, 참가자는 정부, 기업, 기관,

갤러리, 개인의 재정 후원을 받아야 함

장르  시각예술 (큐레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제작 중인 작품 및 도큐멘테이션을 소개하는 오픈 위크엔드

Open Weekend 진행

기타   전문가들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작가와의 대화 및 비평적인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는 비평가 초청 프로그램The Guest Critic Series 진행

   뉴욕 시와 미국 북동부의 아트 센터를 방문하는 필드트립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사무공간 ㅣ 기본가구, 인터넷 접속 가능한 Mac 컴퓨터가 

구비, 핸드폰 제공

입주기간  2개월 이상

본인부담  2010년 참가비 1년 $2,100

             단기거주 참가비 매월 $1,750

   * ISCP는 스튜디오 및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며, 참가자는 정부, 기업, 기관,

갤러리, 개인의 재정 후원을 받아야 함

스튜디오 프로그램 
Studio Program

1040 Metropolitan Avenue 3rd Fl.
Brooklyn, NY 11211 

U.S.A
www.iscp-nyc.org
+1-212-279-1173

info@iscp-nyc.org

큐레이터 프로그램 
Curatorial Program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I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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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창작공간에서 오픈 리허설 또는 오픈 스튜디오 진행

전시   프레젠테이션공간에서 시각예술 참여자들의 공개 전시, 퍼포먼스 및 

기타 공공 프로그램 진행

공연   프레젠테이션공간에서 공연예술 참여자들의 공연 최소 3회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 참여자를 위한 공간 총 3곳 ㅣ 창작공간 

(150-400ft²) ㅣ 프레젠테이션 공간 (200-500ft²) ㅣ 사무공간 ㅣ 작업 

책상, 의자 구비, 무선인터넷 가능

   공연예술 참여자를 위한 공간 총 3곳 ㅣ 1주일에 15-20시간 사용 가능

하며 리허설 공간을 갖춘 창작공간 ㅣ 프로젝트 공간 (1,000-5,000ft²) ㅣ 

무선인터넷 가능한 사무공간

작품제작비   창작공간 최대 $500

                 프레젠테이션공간 최대 $3,000 

                 사무공간 최대 $500

기타   LMCC의 웹사이트와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 지원

입주기간
시각예술   창작공간 평균 3개월

              프레젠테이션공간 평균 4-6주 

              사무공간 평균 4-6개월 

공연예술   창작공간 평균 2-4개월 

              프레젠테이션 공간 평균 4-6주 

              사무공간 평균4-6개월

본인부담  숙박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뉴욕시 아트 페어와 연계하여 창작 중인 작품 공개Works-in-
Progress Open Hours

   레지던스 종료 시점에 오픈 스튜디오 개최

작가와의 대화   매주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아티스트, 작가, 콜렉터 등의 

게스트를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는 살롱 이브닝Salon 

Evening 개최

전시   LMCC의 웹사이트를 통한 작품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대형 스튜디오 내 각 250ft² 크기의 작업공간 제공 ㅣ 책상, 

의자 구비, 무선 인터넷 가능

스윙스페이스
Swing Space

125 Maiden Lane, 2nd Floor 
New York, NY 10038 

U.S.A
lmcc.net

+1-212-219-9401
singspacehelp@lmcc.net

워크스페이스
Workspace

workspaceapp@lmcc.net

LMCC LMCC(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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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6개실 (각 144ft²)

   디렉터 스튜디오 1개실 (216ft²) ㅣ 다목적 공간 (1152ft²) ㅣ 유약실 

(600ft²) ㅣ 점토 믹싱룸 (560ft²) ㅣ 실내 가마공간 (400ft²) ㅣ 목재 스튜

디오 및 용접실 (960ft²)

   외부 가마공간, 도예관련 장비 구비

   24시간 스튜디오 이용 가능

지원금   장기 레지던스의 경우 주 20시간 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매월 

소정의 지원금 지급

숙박   장기 레지던스 참가자 숙소 살몬 하우스Salmon House ㅣ 1층에 

900ft²의 숙소 2개가 있으며, 각 숙소에 침실 1개, 욕실 1개, 거실, 주방, 

세탁시설, 기본 가구 구비 ㅣ 2층에 1800ft²의 숙소 1개가 있으며 침실 2개,

욕실 1개, 주방, 세탁시설, 기본가구 구비

   단기 레지던스 참가자 숙소는 레드라지 시내에 있는 갤러리 2층 사용 

(600ft²의 크기 2개)

입주기간  장기레지던스 12개월

             단기레지던스 1-8주

본인부담  단기레지던스 참가비 매월 $350

Red Lodge 장기 레지던스
Red Lodge Long Term Residency

P.O. Box 1527 
Red Lodge, Montana 59068  

U.S.A.
www.redlodgeclaycenter.com

+1-406-446-3993
info@redlodgeclaycenter.com

Red Lodge 클레이 센터 Red Lodge Clay Center

지원금   총 $1,000

입주기간  9개월

본인부담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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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원항목
스튜디오   갤러리 겸용 스튜디오

              목재 스튜디오 ㅣ 컴퓨터실 ㅣ 아카이브 ㅣ 기술 장비 구비

숙박

기타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6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CAD1,750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100㎡)

              목재, 금속 스튜디오

작품제작비   총 CAD10,000

생활비   총 CAD12,000

여행비   최고 CAD3,000

숙박  개인 숙소

기타  기술인력 지원

입주기간  6개월

라 샹브르 블랑쉬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La Chambre Blanche 

ARTIST-IN-RESIDENCY PROGRAM

185, rue Christophe-Colomb Est 
Québec G1K 3S6 

Canada
www.chambreblanche.qc.ca

+1-418-529-2715
info@chambreblanche.qc.ca

라 퐁드리 달링 국제 레지던스
La Résidence Internationale à 

la Fonderie Darling

745 Ottawa Street 
Montréal Québec H3C 1R8 

CANADA
www.fonderiedarling.org

+514-392-1554
residence@quartierephemere.org

라 샹브르 블랑쉬 La Chambre Blanche

라 퐁드리 달링 La Fonderie Darling

캐나다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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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희곡/번역/평론)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문학 스튜디오 총 3개 ㅣ 헤밍웨이Hemingway스튜디오 (직경 6m의

원형 스튜디오) ㅣ 간이주방, 침대, 화장실이 구비된 헨리케즈Henriquez스튜

디오 (2.5m x 10m) ㅣ 에바미Evamy스튜디오 (5.4m x 4.5m) 

   작곡 스튜디오 총 3개 ㅣ 발레타인Valentine스튜디오 (4.8m x 7.3m) ㅣ 

데이비슨Davidson스튜디오 (5.4m x 5.4m) ㅣ 카디날Cardinal 스튜디오 

(4.5m x 7.3m) ㅣ 피아노 구비

   시각예술 스튜디오 총 2개 ㅣ 톰Thom스튜디오 (5.8m x 5.4m) ㅣ Gerin-

Lajoie스튜디오 (5.4m x 11.5m)

   스튜디오 내 G4 매킨토시 컴퓨터, 프린터, CD/카세트 플레이어 구비, 무선

인터넷 가능

   도서관 및 아카이브

숙박   개인숙소 ㅣ 주방, 욕실, 세탁실 ㅣ 전화, TV 구비 ㅣ 청소 서비스 

제공

기타   Sally Borden Building에 있는 식당, 카페, 헬스장, 휴게실 이용 가능

입주기간  기관 협의

본인부담  스튜디오비 매일 $60 ㅣ 숙박비 매일 $54 ㅣ 식대 매일 $14.62, 

$22.36, $28.81

장르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공연   콘서트 형식의 작품발표 

        다른 음악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합주기회 제공

기타   콩쿠르, 오디션 준비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조언 

        매니지먼트 서비스 

        녹음 및 데모 CD 제작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공동 숙소

입주기간  2주

본인부담  숙박 및 식비 총 $721.84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판화/평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다수의 개인 스튜디오 (350ft²), 점토 혼합 및 보관실, 유리실, 

가마실, 전시 및 설치공간 (400ft²)을 갖춘 세라믹 스튜디오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Leighton Artists’ Colony for 

Independent Residencies

107 Tunnel Mountain Drive
Banff, Alberta T1L 1H5

Canada
www.banffcentre.ca

+1-403-762-6180
arts_info@banffcentre.ca

브라스 레지던스
Brass Residency

시각예술 창작 레지던스
Visual Arts Self-Directed Creative 

Residency

뱀프 센터 The Banff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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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 및 드로잉분야 예술가를 위한 다수의 개인 스튜디오 (넓이 6m, 높이

3.6m)

   페이퍼메이킹 스튜디오 (1000ft²)

   흑백사진 암실 4개, 컬러사진 암실 3개,  대형 흑백사진 암실 2개, 출력실,

조명스튜디오를 갖춘 사진스튜디오

   판화 스튜디오

   조각 스튜디오 (2500ft², 높이 11ft)

   * 스튜디오 장비 목록 및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 참조

숙박

식사

입주기간  최소 5일 이상

본인부담  수업료 매일 $14 ㅣ 스튜디오비 매월 $100

              1인실 숙박비 매일 $54 ㅣ 다인실 숙박비 매일 $29.20

              식대 매일 $14.62 혹은 $22.36

              기술 장비, 오디오, 사진장비, 프린팅비 등 특별 설비 사용료

장르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공연   공연 및 녹음 기회 제공

기타   레지던스 디렉터, 강사진의 멘토링 서비스 및 오디오 기술 지원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식사

입주기간  약 20일

본인부담  숙박 및 식비 총 $721.84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작업 도구, 컴퓨터 등 공동 사용

지원금   매월 $600

숙박   침실 5개, 공동 주방, 거실, 욕실 2개

입주기간  2개월

본인부담  숙박비 매월 $350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résidence d’’artistes, production et 
diffusion en art contemporain

335 av. De Gaspé Ouest
Saint-Jean-Port-Joli 

Québec G0R 3G0
Canada

estnordest.org
+1-418-598-6363

residence.estnordest@videotron.ca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Centre Est Nord Est

작곡가 레지던스
Composers 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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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침실 4개, 화장실 2개, 피아노, 세탁시설 구비된 1-2인실

식사   1일 세 번의 식사 중 한 번은 기관에서 제공하며 두 번은 주방에서 

각자 해결

입주기간  1-2주

본인부담  주중 참가비 $750 ㅣ 주말 참가비 $350

와일드 로즈팜 예술가 리트릿 
Wild Rose Farm Artist Retreat

R.R.#3 Mansfield 1M0 
London Ontario 

Canada
www.withgratitude.ca

+1-519-925-5242
Catherine Carpenko  /

catherine@withgratitude.ca

위드 그래티튜드 With Gratitude

장르  시각예술 (영상)

프로그램
출판

전시   전시, 설치, 퍼포먼스, 웹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발표

지원항목
스튜디오   컴퓨터 및 시청각 장비 

              웹 아트 관련 멀티미디어 장비

작품제작비   일부 지원

기타   웹 디자인 어시스턴트 지원

입주기간  4-8주

본인부담  숙박

웹아트 창작 레지던스
Programme de residence et de 

production en art web

5455, de Gaspé suite 1001 
Montréal Québec H2T 3B3 

Canada 
www.agencetopo.qc.ca

+1-514-279-8676
agence@agencetopo.qc.ca

에이전스 토포 Agence TOPO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세미나   TSA 교수진으로부터 개인 비평

워크숍   1주간 인텐시트 코스 참가

전시   TSA 갤러리에서의 전시 발표

인디펜던트 서머 레지던스
Independent Summer Residency

410 Adelaide St. West, 3rd Floor
Toronto, ON. M5V 1S8 

Canada 

토론토 예술학교 Toronto School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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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번역)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건축/판화)

        공연예술 (연극/무용/다원예술)

프로그램
전시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각예술 스튜디오 2개 (천장 높이 20ft) ㅣ 문학 작업실 2개 ㅣ 

작곡가, 시각예술가 및 문학 작가용 오두막 3개

   스튜디오로 사용 가능한 공동 공간“나인 뮤즈The Nine Muses”

   열람실 내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 구비

숙박   기본가구, 주방, 개인 욕실이 구비된 1-2인실 아파트 혹은 방갈로

        숙소 내 무선인터넷 가능

기타   테니스 코트, 수영장, 하이킹 도로 이용 가능

입주기간  2주 또는 1개월

본인부담  14일 이하 거주 참가비 $425/1인, $700/2인

             29일 이하 거주 참가비 $700/1인, $1,200/2인

   * Sigmund Gaudi, S.A.에게 USD수표로 최소 금액의 반을 지불하고, 

마이애미 주소로 레지던스 도착 30일 전에 메일로 통보할 것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s Residency Program

APDO 102-6100 
Ciudad Colón 

Costa Rica
www.forjuliaanddavid.org

+506-249-1414
info@forjuliaanddavid.org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The Julia and David White Artist’s Colony

코스타리카
CostaRica

기타   ISR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는 비평 프로그램 및 갤러리 방문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입주기간  13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2,500 ㅣ 숙박

+1-416-504-7910
elizabeth@tsa-ar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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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소설/수필/희곡/연구)

        시각예술

        공연예술 (무용/음악)

        문화일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기술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 (1152㎡)

   비디오 편집 및 레코딩 작업을 위한 컴퓨터 스튜디오 ㅣ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위한 음악 스튜디오 ㅣ 세라믹 공예용 가마 3개

   스튜디오 및 숙소로 구성된 4층 건물 내 1층 스튜디오 2개 (면적 120㎡, 

높이 3.5m) ㅣ 4층 다목적 스튜디오 (240㎡)

   스튜디오 인근 전시회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오래된 공장이 있어 금속 

공예, 조각, 판화 작업 가능

   자동차 3대, 화물차 1대 렌탈 가능

   전문가 기술지원

숙박  스튜디오 및 숙소로 구성된 4층 건물의 2층과 3층에 아파트 룸 4개 ㅣ 

화장실 2개, TV, 가구, 전화, 인터넷이 구비된 거실 ㅣ 온수, 냉장고, 가스 등

구비된 주방 시설

기타  자동차 3대, 화물차 1대 렌탈 가능

       전문가 기술지원

입주기간  최소 2주

아르메니아
Armenia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Art and Cultural Studies Laboratory (ACSL)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Artist-in-Residence ART COMMUNE  

 
8 Roubinyants, apt 17 

0069 Yerevan 
Armenia  

www.acsl.org.am 
+374-10-24-4213 
info@acsl.or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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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2층 수상 건물에 주방 (40㎡) 및 냉방 시설을 갖춘 회의실 (120

㎡, 50명 수용), 도서관 (40㎡) 시설

   원형극장 (무대 크기 115m², 100인 객석) 

숙박  2층 규모의 숙박시설 ㅣ 냉방시설 완비된 침실 및 발코니 ㅣ 주방 3개

ㅣ 수영장   

입주기간  1-2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일 $35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The Bali Purnati Center for the Arts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The Bali Purnati Center for the Arts 

Artist-in-Residence Program  
 

Jalan Gunung Abang 
Br. Penataran, Negara Batuan 

Sukawati, Gianyar 
Bali 

Indonesia  
www.balipurnati.com

+62-361-294590 
info@balipurnati.com

일본
Japan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최장 3개월

교토 아트센터 Kyoto Art Cente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546-2 Yamabushiyama-cho 
Nakagyo-kuKyoto 

Japan  
 www.kac.or.jp

+ 81-75-213-1000 
kacinfo@kac.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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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Center for Contemporary Art Kitakyushu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큐레이팅/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워크숍    

강연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ㅣ 스터디 룸 ㅣ 편집실 ㅣ 도서실 ㅣ 세미나실 
ㅣ 갤러리 

입주기간  7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총 ￥360,000 ㅣ 학비, 개인 스튜디오 사용비, 시설

이용비 포함 

리서치 프로그램 
Research Program  

2-6-1 3F Ogura Yahata-Higashi-ku 
Kitakyushu 805-0059 

Japan
www.cca-kitakyushu.org

+81-93-663-1615 
mail@cca-kitakyushu.org

장르  시각예술 (판화) 

        문화일반 (예술교육)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1-4주 판화강의 수강 ㅣ 5-8주 개인 작품 제작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화 교습 

전시   아와지 및 다른 도시에서 전시회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공동 스튜디오 ㅣ 인터넷 접속 가능한 컴퓨터 구비

작품제작비   일부 지원  

생활비   일부 지원 

항공료   일부 지원 

숙박   

입주기간  2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총 ￥150,000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Nagasawa Art Park Committee (NAP)  

일본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
그램 

The Program for Japanese Woodblock 
Printmaking  

 
C/O Center for the Science of Human Endeavor 

P.O. Box 2061, JPS Ginza Branch 
Tokyo 100-8690

Japan  
www.endeavor.or.jp/nap

+81-3-3234-6789 
helpdesk@endeavo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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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연구)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36-40㎡) ㅣ 인터넷, 에어컨 구비 ㅣ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 비치

   도서관 (73㎡) 

숙박  게스트 룸 (와이드 싱글 38.33㎡, 싱글 24.92㎡) ㅣ 간단한 가구, 전

기도구, 주방시설, 세탁실, 침대시트 제공

입주기간  3개월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Tokyo Wonder Site Aoyama, TWS Aoyama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Tokyo Wonder Site Aoyama

 Creator-in-Residence  
 

COSMOS Aoyama SOUTH 3F 5-53-67 
Jingumae 

Shibuya-ku 
Tokyo 150-00 

Japan  
www.tokyo-ws.org

+81-3-5766-3732 
residence2008@tokyo-ws.org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멀티미디어 아트/

        디자인)

        공연예술 (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지역 학교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 최소 1회 강의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ICC 내에 개인 스튜디오 제공 ㅣ LAN 인터넷 제공

   EPSON PX-9500 및 Xerox-1256이 구비된 출력실 ㅣ NTSC 비선형 

편집장비 및 Mac Pro 등이 구비된 비디오 편집실 ㅣ 기본적 도구가 갖추어진

목재 스튜디오 ㅣ 이상 스튜디오 사용에 대해서는 유료

   비디오 프로젝터, 무료 인터넷이 설치된 카페

작품 제작비   재료비 일부 지원

생활비   매월 ￥100,000

항공료   최대 ￥130,000 ㅣ 경유 시 숙박 요금 불포함

숙박  1인실 제공 ㅣ 가전제품, 인터넷 연결

입주기간  2-3개월 ㅣ 필름작업을 원하는 작가는 장비지원 등을 감안하여

3개월 신청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CC + S-AIR RESIDENCY PROGRAM  

 
Toyohira-ku Toyohira 1-12 

1-12 Sapporo 062-0901 
Japan  

www.s-air.org
+81-11-820-6056 

app@s-air.org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Sapporo Artist in Residence, S-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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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지원항목  

스튜디오   가마작업장 내 가스가마 (5.2m³, 0.8m³, 0.4m³, 0.1m³), 전기

가마 (50kw, 10kw), 봉우리가마, 터널가마

   공동 작업실 내 각종 녹로, 롤러, 진흙 반죽기, 건조실, 토실, 진공토련기, 

혼련기, 분쇄기

   시유실 내 스프레이 건, 혼합기, 각종 분쇄기 (포트, 트론, 진동) 

   석고실 내 석고 진공 반죽기

숙박  본인 부담의 기숙사 제공 ㅣ 1인실 10개실, 2인실 3개실

시가현립 재단법인‘도예의 숲’ 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도예의 숲’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Artist-in-Residence Program  
 

2188-7 Shigarakicho-Chokushi 
Koka City Shiga Pref. 

Japan 529-1804  
 www.sccp.jp

+81-(0)748-83-0909 
studioartists@sccp.jp

세토 문화진흥재단 Seto City Cultural Promotion Foundation  

세토 국제 도자기 유리 공예 프로그램 
Seto International Ceramic

& Glass Art Exchange Program  
 

113-3 Nishiibara
 Seto, Aichi, 489-0884 

Japan  
 www.seto-cul.jp
+81-561-84-1093 
air@city.seto.lg.jp 

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일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 과정 공개 1회 

강연   환영회를 겸한 작가의 작품 소개 슬라이드 강연 2회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형태의 도예 체험 

행사 진행 

전시   레지던스 기간 중 제작된 작품을 세토 시에 기증하고 기증된 작품을

세토시 미술관에서 전시 ㅣ 작품사진, 작가 코멘트, 활동 기록을 모아 도록

제작

기타   세토시장 방문 1회 ㅣ 학교방문 1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세토시 신세기공예관 공방 무상제공 (면적 약 50㎡) ㅣ 가스가마,

전기가마 등 도예공방 및 유리 용해로, 전기로 등 유리공방

   사용시간 10시-18시이며 6명의 연구생과 공동사용 ㅣ 필요에 따라 어시

스던트 1명 제공 ㅣ 기계, 재료 등은 연구생과 공동사용

   갤러리 (전시공간) 5개실

작품제작비   총 ￥100,000 

생활비   매일 ￥800 

항공료   총 ￥200,000 

숙박  샤워실과 미니주방을 갖춘 주택 제공

기타   공항픽업 서비스 제공

입주기간  도예 40-60일 ㅣ 유리공예 30-45일

본인부담  작품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의 운송료 ㅣ 식비 

              여행자 보험 및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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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공연예술 (음악/다원예술)

              문화일반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주중에 진행하는 학교 교류 프로그램

출판   전시 카탈로그 제작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ACAC의 창작홀Creative Hall 내 공동 스튜디오 ㅣ 목공 스튜디오

(133.11㎡) ㅣ 작업 스튜디오 (324㎡) ㅣ 판화 스튜디오 (62.64㎡) ㅣ AV 스튜

디오 (35.1㎡) ㅣ 사진 스튜디오 (31.32㎡) ㅣ 강의실 (82.89㎡) ㅣ 전시공간

작품제작비   전체 400,000 ㅣ 연구, 운송, 디스플레이 및 철거비용 포함  

생활비   매일 ￥3,000 ㅣ 최대 70일까지 지원 

항공료   총 ￥200,000 ㅣ 아오모리 공항까지 1회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숙박  1인실 (19.44㎡) ㅣ 싱글 침대, TV, 화장실, 테이블, 의자, 세면대, 

무선 인터넷, 난방기 ㅣ 공용주방 (92.34㎡)및 욕실 ㅣ 세탁실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일본과 소득세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 출신의 작가의 경우 모든 

지원금 (제작비와 생활비)의 20%를 세금으로 일본정부에 납부해야 함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 Autumn  

152-6 Yamazaki 
Goshizawa, Aomori 

JAPAN 030-0134  
 www.acac-aomori.jp

+81-17-764-5200 
acac-air@acac-aomori.jp

입주기간  스튜디오 아티스트 3개월-1년 미만 ㅣ 단기 스튜디오 아티스트

1-3개월 미만

   * 입주 기간 조정 가능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30,100 ㅣ 스튜디오 렌탈비

   숙박비 1인실 매월 ￥15,900, 2인실 매월 ￥34,100

   점토, 석고 등 기본재료비 ㅣ 가마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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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3명 공동사용 작업실 (약80㎡) ㅣ 동판, 석판, 목판 등 판화제작

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

지원금   총 ￥270000 

항공료   최대 ￥1300000 

숙박   교실 4개(약10㎡)에 침대, 책상, 옷장 비치 ㅣ 주방, 식당, 욕실 공동

사용 ㅣ 생활용품 제공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레지던스 기간 동안 제작한 작품 2점 아키루노시에 기증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The Art Studio Itsukaichi Operation Committee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 레지던스 프로그램 
The Art Studio Itsukaichi 

Residence Program

350 NINOMIYA AKIRUNO-SHI 
TOKYO, 197-0814

JAPAN  
www.city.akiruno.tokyo.jp

+81-42-558-2438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공예)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리허설/스터디 룸 ㅣ 갤러리 ㅣ 암실 

   무대, 음향, 조명시설 및 그랜드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팀파니, 드럼, 

마림바, 비브라폰, 실로폰, 심벌즈 등 악기 ㅣ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카메라, 편집장비, 비디오 프린터 등 장비 구비 

지원금   작품 제작비 개인 ￥230,000 ㅣ 그룹 ￥280,000   

생활비   매일 ￥2,800 

항공료   왕복 항공료 

숙박  1인실 36개, 서양식 2인실 8개, 일본식 3인실 28개 ㅣ 공동 욕실 및 

화장실

입주기간  70일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AIAV)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Residence Program 

50 Akiyoshi, Shuho-sho 
Mine-gun Yamaguhi 

754-0511 Japan  
www.aiav.jp

+81-837-63-0020 
trans2008@aiav.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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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체재 기간 중에 각종 미디어로부터의 취재를 접수, 최저 

1회의 스튜디오 공개 

출판   레지던스 활동 기록집을 작성, 미술관 등에 배포 

전시   오하라 미술관에서 전시회 개최 ㅣ 전시기간 3개월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품제작비   총 ￥250,000 

생활비   매일 ￥3,000 

항공료   최대 ￥150,000 

숙박   스튜디오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원룸 타입의 맨션 제공

기타   재료 조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미술관 스탭 지원

입주기간  최대 3개월

오하라 미술관 Ohara Museum of Art  

예술가 레지던스 쿠라시키 오하라 
Artist in Residence Kurashiki, Ohara 

(ARKO)  

1-1-15 Chuo Kurashiki City 
Okayama 710-8575 

Japan 
www.ohara.or.jp
+81-86-422-0005 

야나기사와 히데유키 / yangi@ohara.or.jp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강연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A (넓이33㎡, 천정높이 5m) ㅣ 스튜디오 및 전시 공간

으로 이용 가능 ㅣ 천정에 고정된 스포트라이트 ㅣ LAN 연결 ㅣ 전기, 수도,

석유난방 

   스튜디오 B (넓이 36㎡, 천정높이 3m) ㅣ 스튜디오 및 전시 공간으로 이용

가능 ㅣ 천정 노출 철골 구조 ㅣ 자연광 ㅣ 천정에 고정된 스포트라이트 ㅣ 

에어컨 및 난방

   갤러리 (넓이 20㎡) ㅣ 이동식 벽 2개 ㅣ 자연채광 ㅣ 천정에 고정된 

스포트라이트 ㅣ 에어컨 및 LAN 연결

숙박  레지던스 1 (35㎡) ㅣ 주방, 화장실 및 욕실 구비 ㅣ 안뜰로 통하며 

스튜디오 A와 연결 ㅣ 2인 거주 가능 

   레지던스 2 (35㎡) ㅣ 주방, 화장실 및 욕실 구비

   커뮤니티 라운지 (15㎡) ㅣ 주방, 화장실 및 샤워 시설 구비 ㅣ 인터넷 연결

ㅣ VTR, DVD, CD-RW 시설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Youkobo Art Spac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Zempukuji 3-2-10 

Suginamiku 
Tokyo 167-0041  

Japan
www.youkobo.co.jp

+ 81-3-5930-5009 
info@youkob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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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설치/대지미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인근학교 워크숍 ㅣ 작가별로 1-2회의 워크숍 편성 

출판   아티스트 레코드 북 제작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요리이-자 극장 ㅣ 시모분 아틀리에 

작품제작비   총 ￥300,000 

생활비   총 ￥100,000 ㅣ 레지던스 참여일 일할 계산

항공료   최대 ￥150,000 ㅣ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과 오사카 칸사이

국제 공항KIX간의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숙박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2층 연립주택 아파트 한 채(약 60㎡) ㅣ 주방, 

욕실 및 방 3개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Kamiyama Artist-in-Residence Committee, KAIR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Kamiyama Artist-in-Residence  

 
132 Jinryo Aza Nakadu 

Kamiyama-cho 
Myozai-gun, 

Tokushima Prefecture 771-3310  
Japan 

www.in-kamiyama.jp
+ 81-88-676-1177 

kair2009@in-kamiyama.jp

장르  시각예술 (시각예술/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 참가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목공 스튜디오 ㅣ 금속 스튜디오 ㅣ 컴퓨터 및 연구공간 로프트 
ㅣ 사진실습실 ㅣ 음향 스튜디오 ㅣ 디자인 스튜디오 ㅣ CG 스튜디오 ㅣ 

시각예술 스튜디오 ㅣ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ㅣ 전자공학 작업실 ㅣ 프로젝

트 룸 ㅣ 카페테리아 ㅣ 프린터 룸 ㅣ 도서관

입주기간  6개월 

본인부담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ㅣ 작품 운송비 ㅣ 제작 장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3-95 Ryoke-cho 

Ogaki city Gifu 503-0014 
Japan  

 
www.iamas.ac.jp
+81-584-75-6600 
info@iamas.ac.jp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Institute of Advanced Media Arts and Sciences (IAMAS) 

입주기간  1-6개월 

본인부담  스튜디오 A 매월 ￥40,000 ㅣ 스튜디오 B 매월 ￥80,000

   레지던스 1 & 2 매월 ￥100,000 ㅣ 임대료 이외에 시설 사용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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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큐레이팅/미술이론)

프로그램
강연

지역연계 프로그램   후쿠오카 시민을 위한 워크숍, 강연, 포럼, 갤러리 토크,

대학 강연 등 개최

기타   FAAM의 도서관과 자료를 이용하여 아시아 근현대 미술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거나, FAAM의 레지던스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수행 후 연구결과 제출

지원항목
스튜디오   전시갤러리 (1005㎡) ㅣ 아시아 갤러리 (1111㎡) ㅣ 작가 갤러리 

(370㎡) ㅣ 예술정보센터 (95㎡) ㅣ 조각 라운지 (516㎡) ㅣ 오픈 스튜디오 

(220㎡) ㅣ AJIBI 홀 (165㎡, 120석) ㅣ 도서관 (45㎡)

지원금

생활비

항공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후쿠오카 국제공항 공항간의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활동비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비용

숙박  FAAM 측이 예약 및 지불

기타   후쿠오카 체류 기간 중의 여행자 보험

입주기간  최대 6주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일반인,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지역 학교나 FAAM에서 

5회 이상 개최 

지역연계 프로그램   후쿠오카 시민과 협동작업진행 및 작업과정 대중 공개

전시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간 중에 창작한 작품을 박물관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전시갤러리 (1005㎡) ㅣ 아시아 갤러리 (1111㎡) ㅣ 작가 갤러리 

(370㎡) ㅣ 예술정보센터 (95㎡) ㅣ 조각 라운지 (516㎡) ㅣ 오픈 스튜디오 

(220㎡) ㅣ AJIBI 홀 (165㎡, 120석) ㅣ 도서관 (45㎡)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Fukuoka Asian Art Museum (FAAM)  

연구원/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Researchers/Curators in Residence 

Program  

 
7 & 8th Floor 

Riverain Center Bld. 
3-1 Shimokawabata-machi 

Hakata-ku, Fukuoka 3812-0027 
Japan  

faam.city.fukuoka.lg.jp
+81 92-263-1100 

faam_e@faam.city.fukuoka.jp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Program

기타   충전식 휴대폰 제공 ㅣ 자동차, 스쿠터 또는 자전거 제공 ㅣ 시내교통을

위한 주유비 지원 

입주기간  40일 

본인부담  상해 및 질병보험 ㅣ 식비 ㅣ 물품이나 재료의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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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초등학생들의 스튜디오 방문

출판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프로젝트와 예술가들의 활동을 기록한 카탈로그 

제공

기타   환영 파티 참석 ㅣ 시장실 방문 ㅣ 프레스 클럽 인터뷰 ㅣ 이바라키

지역 투어

지원항목  

스튜디오   학교 교실을 스튜디오로 개조하여 1인당 1실 제공 (면적 67.5㎡, 

폭 9m x 깊이 7.5m x 높이 3.3m) ㅣ 인터넷 연결 ㅣ 에어컨 구비 

지원금   매월 ￥100,000 

작품 제작비   매월 ￥100,000 

항공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간의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숙박  스튜디오에서 가까운 스튜디오형 아파트 제공 ㅣ 가구 및 기본 가전

제품 구비

기타   여행자보험 제공 

   디렉터 및 코디네이터, 기술스탭으로 구성된 스튜디오 오피스 서비스 지원

ㅣ 일본 예술 전문가, 정보, 통역 등 작품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및 보조

입주기간  최대 4개월

본인부담  작품 제작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ARCUS Project Administration Committe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Program  

 
978-6 Kasahara-cho, Mito 

Ibaraki 310-8555 
Japan  

www.arcus-project.com
+81-297-46-2600 / +81-293-01-2735 

arcus@arcus-project.com

작품 제작비   지역연계 프로그램 워크숍 비용 지원 ㅣ 전시 리플렛 제작 및

기타 출판, 작품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생활비

항공료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후쿠오카 국제공항 공항간의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숙박  FAAM 측이 예약 및 지불

기타   후쿠오카 체류 기간 중의 여행자 보험

입주기간  최대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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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hina

장르  시각예술 (큐레이팅)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과거 전시기획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전시    레지던스 기간을 통해 기획 발전시킨 전시를 1a스페이스 (6.78mx24m)

에서 개최하며 이는 향후 해외 전시로 육성됨 

지원항목  

지원금   총 HKD 80,000

입주기간  3개월

1A 스페이스 1A space

큐레이터 레지던스 
Curatorial Residency  

Cattle Depot Artist Village 
Unit 14D, Block C 

63 Ma Tau Kok Road 
To Kwa Wan, Kowloon 

Hong Kong
www.oneaspace.org.hk

+852-2529-0087 
project@oneaspace.org.hk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건축)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4-5개월

북경상원예술관 Shangyuan Art Museum  

국제창작프로젝트
国际驻馆创作计划

中国 北京市 怀柔区 桥梓镇 沙峪口

www.syartmuseum.com
+86-10-60635299 

training@syartmuseum.com / 
ssyuan@126.com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평론/공예/

        건축/디자인) 

프로그램
전시   입주 작가들은 레지던스 기간 동안 작품 제작 및 전시 활동을 진행

하면서 매년 글로벌 쿠 아트 센터 연례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음 

지원항목  

쿠 아트 센터 글로벌 레지던스 
Ku Art Center Global Residence  

 
B-006 Kufang Guojiyishucheng 

Huantie Road 
Da Shan Zi,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6 
China  

쿠 아트 센터 Ku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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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큐레이팅/설치/평론/

        학술연구)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레지던스 기간 동안이나 종료 시에 오픈 스튜디오 개최 ㅣ 

오픈스튜디오는 최소 15일전에 신청 ㅣ 기관에서는 기본적인 홍보 제공 ㅣ 

포스터, 리플렛 등 같은 출판자료 및 재료비는 각자 부담

작가와의 대화

전시   플랫폼 차이나의 프로젝트 공간 (70㎡) 이용한 전시 ㅣ 사전에 전시 

제안서 제출, 심사를 통해 선정이 되면 공간 무료 사용 ㅣ 설치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에서 지원하나 작업재료비나 출판비용은 각자 부담

지원항목  

스튜디오   789예술지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4개 ㅣ 차오창디East End Art에

위치한 스튜디오 2개 ㅣ 로프트 스타일(50-70㎡)의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주방시설 및 거실, 욕실, 전기, 수도, 에어컨, 난방 시설 구비 ㅣ 베이징 스튜

디오는 중앙난방시스템으로 11월 15일에서 3월 15일에만 가동 ㅣ 청소 주 

1회 제공

입주기간  8-12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850 ㅣ 스튜디오 사용료, 전기, 수도, 난방, 청소/주

1회, 전화, 인터넷 사용료 포함

플랫폼 차이나 Platform China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Beijing International Artist Platform 

(BIAP) Residency  
 

 No. 319-1 East End Art –A 
Caochangdi Village, Chaoyang District 

Dashanzi P.O. Box 71 
Beijing 100015 

China  
www.platformchina.org

+86-10-6432 0169 
biap@platformchina.org

www.kuartcenter.com
+86 10 84560850 

residence@kuartcenter.com

스튜디오   총 60새대 (전체 4562㎡) ㅣ 대형 (113㎡) 14세대 ㅣ 중형 (84

㎡) 12세대, 소형 (58㎡) 34세대  

입주기간  1년 내외

본인부담  6개월 당 작품 1점 기증 ㅣ 레지던스 심사위원회에서 작품 선정

협의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 기본생활비 및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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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설치) 

프로그램
전시   체류 기간 종료 후 협의 하에 전시를 진행 할 수 있음 

지원항목  

스튜디오   청동주물시설 ㅣ 도자, 석조, 판화, 동양화를 위한 작업실 

   주거복합형 대형 작업실 (100㎡) ㅣ 침실, 거실, 화장실 및 60㎡의 작업실

포함

   주거복합형 소형 작업실 ㅣ 침실 (12㎡), 작업실 (12㎡) 포함 

입주기간  1-2 개월

본인부담  전기 및 난방비 포함한 스튜디오 사용료 ㅣ 대형 작업실 (100㎡) 

4-10월 기간 $700/월, 11-3월 기간 $900/월 ㅣ 소형 작업실 $350/월

피클 아트센터 Pickled Art Centre  

피클아트센터 작가교환 프로그램 
Pickled Art Centre Art Exchange  

 
Fei Jia Cun Chao Yang District 

Lai Gung Ying Dong Lu 
Beizing 100103 

China  
www.pickleart.com
+86-10-8456-3727 

ligang@pickleart.com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큐레이팅/설치/연구)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지역 예술가들과의 만남 

기타   홍문갤러리 오프닝 및 기타 행사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6개

숙박  베이 가오Bei Gao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ㅣ 베이징 북부의 페이 지아 쿤

Fei Jia Cun에 위치 ㅣ 전화, 인터넷, 주방, 가구, 침구 구비, 매주 청소 서비스

제공 

   시내에 위치한 튜안지에후 Tuanjiehu 1인실 아파트 ㅣ 베이징 동부 외교, 

비즈니스 구역에 위치, 라운지 룸, 주방, 욕실 구비, 매주 청소 서비스 제공

입주기간  1-6개월

홍문화랑 Red Gate Gallery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Red Gate Gallery Residency Program  

 
Beijing International Post Office 

P. O. Box 100600 - 9039 
Beijing 100600

China
www.redgategallery.com

+86-10-6525-1005 
redgateresidency@aer.n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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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Taiwan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강연

전시

지원항목  

타이페이 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In-Residence Program

(AIR) in Taipei  
 

No.7, Beiping East Rd 
Taipei 

Taiwan  
www.artistvillage.org

+886-2-3393-7377 
artistvillage@artistvillage.org

장르  시각예술 (영상/디자인)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문화일반 (예술경영) 

프로그램
워크숍   태국 전통 퍼포먼스 워크숍

공연   대중에게 무료로 공연되는‘일요 극장 Sunday Theater’ 

지원항목  

스튜디오   예술가의 전문성에 따른 작업 공간 분배

숙박   욕실과 에어컨 보유한 아파트

입주기간  4-12주

본인부담  참가비 4주에 $500

타이
Thailand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Patravadi Theatre Artist in Residency 

Program  
 

69/1 Soi Wat Rakhang, Arun Amarin Road
Siriraj, Bankok-Noi, 

Bangkok, 10700 
Thailand  

www.patravaditheatre.com 
+662-412-7287 

air@patravaditheatre.com

파트라바디 극장 Patravadi 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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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New Zealand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

        시각예술 (공예/영상)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라디오토크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학교 연계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버튼 룸Burton Room 스튜디오 ㅣ 아쉬포드 베틀Ashford loom 

(15 x 15ft), 물레, 재봉틀 

   다락방 스튜디오(높이 11ft) ㅣ 작업 공간 3개, 서재, 침실 2개

   별장 스튜디오 (15 x 12ft) ㅣ 트랙조명, 작업대

   차고 스튜디오 (16 x 8ft) ㅣ 트랙조명, 간이 조리대

   인터넷 접속 가능, 팩스 및 프린터기 2개 구비

숙박   카이파로로 건물Kaiparoro Historic House ㅣ 3면의 베란다, 벽난로 3개,

더블침대 2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스튜디오

   아이잭슨-러브 건물Isakson-Love Cottage ㅣ 2개의 침상, 주방, 샤워시설, 

사우나, 난로, 옥외 화장실 ㅣ 난방 가능

기타  주 NZD 50 연료비 및 레지던스 공용 차량 사용 가능

입주기간  2주-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주 NZD 200

허미티지 아티스트 레지던스 
Hermitage/Artist Residency  

 
Mount Bruce 

R.D. 1 Masterton 
New Zealand  

www.newpacificstudio.org
+64-06-375-8441 

newpacificstudio@newpacificstudio.org

신태평양 스튜디오 New Pacific Studio (NPS)  

스튜디오   댄스 리허설룸 ㅣ 피아노 스튜디오 ㅣ 암실 ㅣ 퍼포먼스홀 

항공료   스페셜 프로젝트 참여자 항공권 제공 

숙박

입주기간  4주-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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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워크숍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원항목
스튜디오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복합건물 및 리버스데일 아서이본느 보이드

교육센터 내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복합건물 내 곤스키 스튜디오 (44㎡) ㅣ 셔먼 

스튜디오 (44㎡) ㅣ 장애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퍼른 

스튜디오 (42㎡) ㅣ 프리드먼 스튜디오 (34㎡) ㅣ 작업대, 의자, 이젤, 개수대

비치 ㅣ 데이터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PA 시스템 구비

   리버스데일 아서이본느 보이드 교육센터 내 데이터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PA 시스템 비치

분다논 신탁 Bundanon Trust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BUNDANON ARTIST IN RESIDENCE 

PROGRAM  
 

P.O. Box 3343 
North Nowra NSW 2541 

AUSTRALIA  
www.bundanon.com.au

+61-02-4422-2108 
tracie@bundanon.com.au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ㅣ 시각예술 작가를 위한 비래렁Birrarung 

진흙벽돌 유적 가옥 ㅣ 작가, 연기, 음악가를 위한 리버벤드River Bend 건물

입주기간  1-3개월

호주
Australia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Laughing Waters Artist-in-Residence 

Program  
 

P.O. Box 476 
Greensborough Vic 3088 

Australia  
www.nillumbik.vic.gov.au 

+61-3-9433-3126 
Catherine Dinkelmann / 

Catherine.Dinkelmann@nillumbik.vic.gov.au

닐럼빅 주의회 Nillumbik Shir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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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공예)

프로그램
강연   총 30시간의 공예수업 진행 

작가와의 대화   작가와의 대화를 겸한 프레젠테이션 진행 

전시   레지던스 기간 중 완성한 작품을 스터트 갤러리나 스터트 샵에서 전시

및 판매

지원항목
스튜디오   목공예, 보석공예, 텍스타일 공예를 위한 작업실  

지원금   총 AUD2,000

작품 제작비   총 AUD500

숙박   침실 2개 ㅣ 각 방에 더블 침대 1개, 싱글 침대 1개 비치 ㅣ 욕실, 

주방, 응접실 공유 ㅣ 침구 용품, 주방 기구 완비

입주기간  3개월 (기간 조정 가능)

본인부담  레지던스 종료 후 작품 1개 기증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Sturt Contemporary Australian Craft  

전문가 레지던스 
Artist in Residence- 

Professional Residency  
 

P. O. Box 34 
Mittagong NSW 2575 

Australia  
www.sturt.nsw.edu.au

+61-02-4860-2083 
Megan Patey / mpatey@sturt.nsw.edu.au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공예)

        공연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전시

시드니 올림픽공원 Sydney Olympic Park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Sydney Olympic Park 

artist-in-residence program  
 

7 Figtree Drive 
2127 NSW 

Sydney, Australia  

   모던트 도서관 내 DVD/VCR 플레이어, TV, 미술관련 서적, 전시공간 구비

숙박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복합건물 내 콘스키 스튜디오에 침실 1개, 

거실, 화장실 및 공동 주방 ㅣ 셔먼 스튜디오에 침실 2개, 소파침대, 거실, 

화장실 ㅣ 퍼른 스튜디오에 침실 1개, 화장실, 공동 주방 ㅣ 프리드먼 스튜

디오에 침실 1개, 화장실, 공동 주방 ㅣ 작가의 오두막에 침실 2개, 화장실, 

거실 ㅣ 운영자의 오두막에 침실 3개, 화장실, 거실, 어린이가 있는 예술가

들이 숙박하기에 적합

   리버스데일 아서이본느 보이드 교육센터 내 그룹 참가자들을 위한 32명

까지 수용 가능한 16개의 트윈 침실, 공동주방 

입주기간  최대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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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퍼포먼스/공예)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전시   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업만을 위한 스튜디오와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숙박  1-2인실 숙소 (20-70㎡) ㅣ 1인실 및 2인실 ㅣ 침실, 주방, 욕실로 구성

ㅣ 통풍시설, 냉온수 제공 ㅣ 기본 가구 비치 ㅣ 공용전화, 무선 인터넷 가능

입주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중 선택 

본인부담  숙소 포함 작업실 사용료 1주 $350

             숙소 제외 작업실 사용료 1주 $75

             보증금 $300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Artspace Visual Arts Centre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SPACE STUDIO RESIDENCY 

PROGRAM  

43-51 Cowper Wharf Road, 
Woolloomooloo NSW 2011 

Australia  
 www.artspace.org.au

+61-2-9356-0555 
artspace@artspace.org.au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1-2회 

전시   6개월 레지던스 경우 전시 개최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스튜디오, 워크숍 공간 및 갤러리  

와들로우 WARDLOW  

와들로우 예술 레지던스 
WARDLOW Art Residence  

 
4 Wood Street, Fitzroy 

3065 Melbourne 
Australia  

기타   아모리 예술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시회, 공연, 마스터

클라스, 토론, 독서, 멘토링 등 참가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레지던스 기간 

내 기획 진행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스튜디오 5개 ㅣ 조각 스튜디오 6개 ㅣ 판화 스튜디오 4개 
ㅣ 도자기 스튜디오 4개

   이젤, 의자, 작업벤치, 스카이라이트, 가스화로, 슬랩롤러, 스튜디오 에칭프

레스, 에쿼틴트 박스, 판화를 위한 화학실, 나무와 금속에 관련된 기본 장비

등 구비

숙박  개인 숙소 및 주방 제공

        빨래방 시설 ㅣ 전화와 인터넷 사용 가능한 사무실

입주기간  최장 3개월

www.sydneyolympicpark.com.au 
+61-2-9714-7110 

arts@sydneyolympicpark.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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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 전시 및 퍼포먼스, 프리젠테이션 기회 제공 

지원항목
스튜디오   전시공간 ㅣ 비디오 편집실

   TV 모니터 10대, DVD 플레이어 10대, 비디오 프로젝터 5대, CCD 디지털

캠코더 3대, 디지털 SLR 카메라, 삼각대, 좌대, 비디오 프로젝션 부스, 프로

젝션 스크린 등 작업관련 장비 구비

숙박   

입주기간  4주 

본인부담  참가비 일부지원 레지던스의 경우 $100-150 ㅣ 전액지원 레지

던스는 참가비 없음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The International Art Space Kellerberrin Australia (IASKA)  

IASK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ASKA Air Program  

 
P.O. Box 8087, Perth Business Centre 

PERTH WA 6849 
AUSTRALIA  

 www.iaska.com.au
+61-8-9228-2444 

iaska@iinet.net.au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영상/공예)

       공연예술 (무용/음악/다원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공동 작업실 ㅣ 도서관 ㅣ 기술지원 

숙박   숙박을 위한 4동의 건물 제공

입주기간  1주-3개월

본인부담  숙박료 1박에 38.5AUD 또는 3주 이상의 장기이용 시 1인당 

231AUD ㅣ 건강보험

ILIRI Imaging the Land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LIRI) 

ILIRI 파울러 갭 레지던스
ILIRI Fowler’s Gap Residencies  

 
College of Fine Art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elwyn Street 

Paddington NSW 
Australia  

cofa.unsw.edu.au/research/groups/iliri/
residencies

+61-2-938-50658 
iliri@cofa.unsw.edu.au

www.wardlow.com.au 
+61-3-9417-4321 

info@wardlow.com.au

숙박  개인 숙소, 빨래방 시설 

입주기간  3-6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주 AUD125 혹은 US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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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판화/디자인) 

프로그램
워크숍   센터 디렉터 알리씨아 깐디아니Alicia Candiani의 판화수업 

전시   센터 내 Transverse Space에서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전문 인쇄 장비 구비 ㅣ 면지cotton paper 디지털프린터, Router 

CNC, 필름, 메쉬, 캔버스 등에 가능한 디지털프린터, Lambda 사진 프린터 

기술적 지원

   작품 설치 및 조명 시설 구비

숙박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에 위치한 쁘로악또아세의 게스트 하우스  

식사   작업 시간 중 점심과 스낵 제공  

기타   기술인력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제공

        저녁식사비와 교통비 일부 지원 

입주기간  3주 

본인부담  항공료 ㅣ 생활비 ㅣ 보험

쁘로엑또아세 PROYECTO‘ACE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FOR EMERGING ARTISTS 

(A.R.I.P. SUB/30)

Conesa 667 
Altos C1426AQM 

Buenos Aires 
Argentina  

www.proyectoace.com.ar
+54-11-4551-3218 

info@proyectoace.com.ar 

장르  문학 (수필)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

프로그램
전시   라 플라타 및 부에노르 아이레스에서 전시

기타   작가 프로모션을 위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지원항목  

스튜디오   인터넷 연결 ㅣ 갤러리 ㅣ 예술도서관

숙박  개인 욕실 및 침실 ㅣ 공동 정원 및 주방 

입주기간  1-2개월 

본인부담  숙박 및 스튜디오 사용료 등 모든 비용

아르헨티나
Argentina

레지던스 꼬라손 Residencia Corazón  

레지던스 꼬라손 
Residencia Corazón 

 
diagonal 77 nº 195 

La Plata-Buenos Aires 
Argentina  

www.residenciacorazon.com.ar
+54-0221-4272537 

residenciacorazo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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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레지던스 작업 결과물 전시 

워크숍   워크숍 및 사회 활동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PC, TV, VCR, DVD Player 구비

숙박  공동 주방, 화장실 및 공동 테라스  

입주기간  3개월

본인부담  참가비 매월 $800  

              건강보험 가입

엘 레반떼 재단 FUNDACIÓN EL LEVANTE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PROGRAMA PARA ARTISTAS 

EXTRANGEROS  

Richieri 120 
Rosario 2000 

Argentina  
www.ellevante.org.ar

+54-341-472-4390 
contactos@ellevante.org.ar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디자인)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프로젝트 전시회 ㅣ 센터 내 Pol에서 전시 

   자가 프로모션을 위한 카탈로그 제작 및 지역 잡지, 인터넷 등에 광고 게재

ㅣ 전시 개최를 위한 물품 및 인력 지원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제공

   면지cotton paper 디지털프린터, Router CNC, 필름, 메쉬, 캔버스에 가능한

디지털프린터, Lambda 사진 프린터 등 전문 인쇄 장비 구비

   작품 설치 및 조명 시설 구비

   워크숍 및 도서실 공동사용

   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부에 위치한 쁘로엑또아세의 게스트 하우스  

식사   작업 시간 중 점심과 스낵 제공  

기타   기술인력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저녁식사비와 교통비 일부 지원 

입주기간  2-4주 

본인부담  참가비 총 $5,000 ㅣ 전시회 개최가 아닌 연구 목적의 레지던스 

참가인 경우 총 $3,000 참가비 

   숙박비 1일 $30 

   항공료 ㅣ 생활비 ㅣ 보험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PROGRAMA INTERNACIONAL DE AR-

TISTAS EN RESIDENCIA -P.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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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공예)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

프로그램
강연   참여자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1회 이상의 강연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ㅣ 스튜디오 공간과 발코니가 있는 방, 

마당과 인접한 스튜디오가 없는 방 이상 2개 공간  

식사   아침 식사 제공

입주기간  1주-1개월 

본인부담  임대 레지던스 사용료 ㅣ 1-2주 1박 비용 1인 $20 ㅣ 2주-1개

월 1박 비용 1인 $17 

   본국 또는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초청 레지던스의 경우 

사용료는 지원금에 포함

콜롬비아
Colombia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Casa Tres Patios Residencies  

 
Carrera 50A #63-31 

Medellín 
Colombia  

www.casatrespatios.org
+57-4-571-77-98 

info@casatrespatios.org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Casa Tres Patios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큐레이팅/설치/이론가)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기간 중 전시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숙박

입주기간  최대 3개월 

본인부담  항공료, 재료비, 생활비

엘 바실리스꼬 El Basilisco  

엘 바실리스꼬 예술가 레지던스 
El Basilisco-

Residencies for visual artists  
 

Coronel García 173 
(1870) Avellaneda 

Buenos Aires 
Argentina  

www.elbasilisco.com.ar/resbasiframes_eng.
htm

inforesidencias@yahoo.c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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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공예/건축/연구)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5개 ㅣ 스튜디오 3개 있는 빌라에 개인 침

실, 작업실, 개인 화장실, 주방 구비 ㅣ 스튜디오 1개 있는 빌라에 화장실, 

샤워실, 주방, 거실 구비 ㅣ 작업실 2개 있는 빌라에 침실 및 작업실 2개, 

화장실 3개, 샤워실 2개, 공동 주방, 거실 구비

   모든 빌라에 컴퓨터, 인터넷, TV, DVD 시설

입주기간  30-90일

본인부담  작업실 사용료 ㅣ 숙박비 ㅣ 세탁 서비스 ㅣ 인터넷 사용료 ㅣ 

교통비

   2인이 1실 사용하는 경우 50% 할인

아이우엘로 협회 Corporación Hayuelo  

엘 아이우엘로 
El Hayuelo  

 
Vereda Monquira 

Villa de Leyva 
Boyacá 

Colombia  
www.residenciasartisticas.com

+57-98-732-1830 
corporacionhayuelo@gmail.com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작업에 관련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지역연계 프로그램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 쇼케이스 전시 기회

지원항목
스튜디오   우드스톡에 위치한 14개의 개인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5m x 

7m) ㅣ 목판화 설비 구비 ㅣ 스튜디오 내에 차와 토스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주방 시설 ㅣ 가마, 암실, 비디오 작업실, 금속 및 나무 조각 등을 위

한 설비는 미비

   컴퓨터 및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

입주기간  3개월

그레잇모어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Greatmore Visiting Artist Program  

 
47 - 49 Greatmore Street 

Woodstock 7925 
Cape Town 

South Africa  
www.greatmoreart.org

+27-21-447-9699 
info@greatmoreart.org.za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Greatmore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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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지원항목
스튜디오   대형 작업 공간 ㅣ 도서관 및 전시실  

입주기간  레지던스 참가자의 필요에 따름

본인부담  생활 및 숙박, 작업을 위한 모든 경비 ㅣ 확보 가능한 지원금 조

달처 명시

이집트
Egypt  

타운하우스 갤러리 Townhouse Gallery of Contemporary Art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프로젝트 
Townhouse’s residency project  

 
10 Nabrawy Street off Chamollion Street 

Downtown, Cairo 
Egypt  

www.thetownhousegallery.com
+202-2-576-80-86 

residency@thetownhousegallery.com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연계 프로그램   최소 하나 이상의 사회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그와 관련한 워크숍 진행

전시   레지던스 종료 시 전시회 개최 ㅣ 작품 판매 시 백 팩토리에 35%의 

수수료 지불

지원항목
스튜디오

작품 제작비   총 ZAR 4,400 ㅣ 레지던스 동안 작품 제작을 위한 지원금 

ZAR 2,200 ㅣ 사회공동체 워크숍 제작 지원금 ZAR 2,200

생활비   식사비가 포함된 기본 생활비

교통비   요하네스버그시 내에서의 시내교통비

숙박  백 팩토리에서 가까운 조용한 주거단지

입주기간  11주

본인부담  항공료, 작품 운송비

백 팩토리 Bag Factory  

시각예술가 초대 프로그램 
Visiting Artist Program  

10 Mahlatini Street, Fordsburg 
Johannesburg 

South Africa  
www.bagfactoryart.org.za

+27-11-834-9181 
info@bagfactoryart.org.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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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Zimbabwe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인근 초등학교, 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서 강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학교 방문 등 지역 어린이, 주민들과의 교류 

전시  

기타   갤러리 및 지역 예술가의 스튜디오 방문

지원항목  

스튜디오   조각을 위한 대규모 오픈 공간 ㅣ 페인팅과 목재작업을 위한 베란다

ㅣ 페인팅과 판화를 위한 실내 스튜디오 ㅣ 전시공간 (50㎡)

   조각가를 위한 기본 작업 물품 구비 ㅣ 화가의 경우 자신의 작업물품 가지고

올 것을 권장 

숙박   침실 3개 ㅣ 침대, 옷장, 조명, 샤워실과 화장실 구비 ㅣ 공동 주방, 

거실 

식사   하루 세끼 제공 ㅣ 참가자의 요청 수용 가능

입주기간  4-8주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Surprise Art Centre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Surprise Art Centre Artists in Residency  

 
P.O. Box 238 

Shurugwi 
Zimbabwe  

www.surpriseartcentre.org
+263-54-21749 

utonga@global.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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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전체 입주작가가 참여하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가의 

작업실을 소개하고 작가의 작업과정 공개

세미나

출판   프레젠테이션 전시, 세미나 자료, 오픈 스튜디오 자료를 출판물로 발간

전시   타 작가,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미술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입주작가의

작업 성과를 모아 프레젠테이션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양산동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6세대 (46㎡) ㅣ 프레젠

테이션 갤러리 (82㎡) ㅣ 사무실 (33㎡)

   팔각정 스튜디오 원룸 작업실 6실 (50㎡)   

숙박   양산동 스튜디오 내 거주

        팔각정 스튜디오 거주 불가

입주기간  1년 

본인부담  양산동 스튜디오 임대료 288,000원

장르  시각예술 (큐레이팅)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6개 (46㎡) ㅣ 프리젠테이션 갤러리 (82㎡)

ㅣ 사무실 (33㎡)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입주기간  8개월

본인부담  임대료 매월 24,000원

창작스튜디오 

양산동스튜디오 
광주 북구 양산동 633-1 

500-888

팔각정스튜디오 
광주 북구 운암동 164 

500-170

www.artmuse.gjcity.net
062-510-0141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광주 북구 양산동 633-1
500-888

www.artmuse.gjcity.net
062-510-0141 

광주시립미술관 Gwangju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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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입주기간 만료 전 작업 성과물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개최 ㅣ 출판물 제작, 평론가 및 비평가 등이 참여하는 작가 연구 세미나 

진행

세미나   미술창작스튜디오 및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지원정책과 현안

사항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 개최

지역연계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역문화축제, 전시, 

전시설명회, 스튜디오 견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작가에게는 소정

의 강사비가 지급됨

전시   스튜디오 내 전시실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 개최 ㅣ 홍보물 제작비 

500,000원, 전시 기획, 홍보지원

기타   해외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교환프로

그램 운영 ㅣ 교환기간은 3개월이며 참여작가에게 현지 스튜디오, 체재비, 

귀국보고전을 위한 전시장 제공 및 전시비용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스튜디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22실 (61m², 66m²)

대형 설치작품 및 조각물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99.174m²(30평) 규모의 2실

(목공, 철공) 로 구성된 야외작업장

   전시실 (132㎡/40평) ㅣ 정보자료실 ㅣ 작가 커뮤니티룸 (66㎡/20평)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커뮤니티룸에서 취사 가능

입주기간  장기입주 1년 

              단기입주 6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입주기간 만료 전 작업 성과물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개최 ㅣ 출판물 제작 및 평론가 및 비평가등이 참여하는 작가 연구 세미나

진행

세미나   미술창작스튜디오 및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지원정책과 현안

사항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 개최

지역연계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역문화축제, 전시, 

전시설명회, 스튜디오 견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작가에게는 소정의

강사비가 지급됨

전시   스튜디오 내 전시실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 개최 ㅣ 홍보물 제작비 

500,000원, 전시 기획, 홍보지원

기타   해외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교환 프로

그램 운영 ㅣ 교환기간은 3개월이며 참여작가에게 현지 스튜디오, 체재비, 

고양스튜디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56번지
412-804

www.artstudio.or.kr
031-962-0070 

심규환 / etruscan@hanmail.net

창동스튜디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1-107
132-040

www.artstudio.or.kr
02-995-0995

김윤정 /yunjungkim33@gmail.com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International Artist Studio Progra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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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평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만해마을 문인의 집 ㅣ 무료 인터넷 사용가능

   세미나, 강연, 연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한 250명 동시 사용 가능한 대강단

숙박  TV, 냉장고, 욕실이 구비된 온돌방 혹은 침대방 (11, 13, 15, 18평)

식사   채식위주의 식단 제공

입주기간  단기 1개월 ㅣ 장기 3개월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총 9개실 (14평) ㅣ 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식사   아침 식사 제공

입주기간  1년

금호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Kumho Art Studio Residenc Program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리 284번지

467-892

www.kumhomuseum.com
02-720-5114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Kumho Asiana Cultural Foundation

백담사만해마을 MANHAE MAEUL 

문인창작집필실 
Literary Man’s Room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36-5

252-821

www.manhae.net
033-462-2304 

manhae21@hanmail.net

귀국보고전을 위한 전시장 제공 및 전시비용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스튜디오   주거복합형 스토디오 14실 (46㎡ 2실, 52㎡ 3실, 59㎡ 8실, 72㎡

1실)

   대형 설치작업 및 조각 작업을 위한 옥외작업장 (191㎡)

   정보자료실 ㅣ 전시실 (132㎡)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ㅣ 주방 및 욕실 공동 사용

입주기간  장기입주 1년 

              단기입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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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조각/설치/공예)

프로그램
전시   성과보고전 개최 ㅣ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일부 실비지원

지원항목
스튜디오   청계창작 스튜디오 내 창작공간 이용 ㅣ 인터넷 연결, 냉·난방기

시설, 붙박이 선반, 캐비넷, 싱크대, 방염처리, 방음 및 환기시설 완비된 스튜

디오 3개 (28, 25, 31㎡)

기타   운영자 주회 행사 참여시 필요한 실비 및 홍보지원

입주기간  1년

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을 시민, 지역연고자 및 관계자에게 공개

세미나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ㅣ 입주작가 뿐만 아니라 일반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품발표회를 위한 전시기획실 장소제공

작가와의 대화   입주작가와 유사관련 시설의 작가와 대화의 장 마련

지역연계 프로그램   청계천 일대 문화예술활동 사업과 연계한 전시기획 

준비 ㅣ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 가꾸기 행사 ㅣ 주변일대 학교 및 

작가의 관련 분야에 대한 토론회 등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금속문화의 거리> 창작스튜디오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7-1번지 
센추럴관광호텔 3층

110-430  

www.sfac.or.kr
02-2285-3392 

청계창작스튜디오  

장르  시각예술 (사진)

프로그램
세미나   사진아트센터 보다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참여

워크숍

전시

기타   프린트 보다 지원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흑백/컬러암실 및 확대기 (컬러인화출력기) ㅣ 흑백/컬러암실 

전반에 대한 시설이용

기타   전문 스텝들의 작업 지원

        사진아트센터 보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지원

입주기간  6개월

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boda residency progra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1 

한라기산 B/D 2층
131-070  

www.bodaphoto.com
02-3474-0013 

info@bodaphoto.com

사진아트센터 보다 Boda Art Center of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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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설치)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워크숍

강연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출판   도록 등 출판물 발간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제1스튜디오 17실 (7-12평)

              제2스튜디오 11실

              옥외작업장

              원형 전시장 2개 (지름 12m, 높이 2m) 

숙박  스튜디오 내 거주: 휴게공간, 세탁실, 샤워실 공동 사용

입주기간  1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Nanji Art Studio Residence Program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121-832  

nanjistudio.seoul.go.kr
02-308-1081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학기 내 중·고등학교의 미술시간과 연계하여 약 2시간의 예술교육 프로

그램 참여 ㅣ 입주작가의 작품활동에 대한 견학, 입주작가와의 작품 및 

예술활동에 대한 토론

   방학 중 입주작가와 선착순으로 모집된 학생들과의 일정기간 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행

출판   관련 커뮤니티 및 입주 작가 연합회 등 작가들이 참여한 세미나 

결과물을 발간

전시   결과보고전 개최

지원항목
스튜디오   인터넷 연결, 냉·난방기 시설, 붙박이 선반, 캐비넷, 싱크대, 

방염처리, 방음 및 환기시설 완비된 스튜디오 3개 (28, 25, 31㎡)

입주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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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퍼포먼스/설치/공예)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문화일반

프로그램
전시   다대포‘ART FACTORY’갤러리 및 공연장에서 전시/공연

공연 

지원항목
스튜디오   장르별로 할당된 공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파티션을 구성하여 

작업 공간으로 이용

숙박  공동숙소 ㅣ 화장실, 샤워실, 주방, 휴게실 공동사용

입주기간  6개월, 1년

아트팩토리 숨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 Factory soom Residence Program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신평공단 내 위치

604-051  
cafe.naver.com/artsoom

011-864-8362 
차재근 / mejii@naver.com

아트 팩토리 ‘숨’ Art Factory ‘Soom’ 

장르  문학 

        시각예술 (회화/공예/서예)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 3회 이상 장애인 미술창작교육 및 지도에 참여

전시   연 1회 이상 입주기간 동안 작품 제작 및 전시활동 참여

지원항목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10-15㎡)

              교육/전시실 (182.8㎡)

입주기간  1년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 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 
Seoul the Disabled Residence Studio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 데크 밑

138-220  

2171-2567,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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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작가와의 대화

전시   오픈스페이스 배 전시실에서 개인전 개최 ㅣ 연내 부산 지역 개인전

주선

전시   진행과 관련하여 전시도록 및 발송, 홍보 등 지원

기타   일본 (후쿠오까) 대안공간 교류지원

   공공미술, 교육프로그램 강사, 주제 전 및 국외교류 전 참가등 오픈 스페

이스 배 연례 프로젝트 참가

지원항목  

스튜디오   독립된 작업장 (10여 평)

              야외작업장 (50평)

숙박  국외 및 타 지역 작가 우선 제공

입주기간  3개월, 6개월

오픈스페이스 배 창작지원프로그램 
Alternative space openspace bae 

Artist-in-residence program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297-11
619-912  

spacebae.com
051-724-5201 

서상호 / openspacebae@hanmail.net

오픈스페이스 배 Openspace Bae 

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건축/디자인)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매년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전시회 개최

워크숍   국내외 비평가, 미술사가, 큐레이터와 토론하고 담론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운영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   영은미술관 기획전 및 외부 주요 전시 지원

기타   해외 스튜디오 프로그램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교류 프로그램

지원항목
스튜디오   48평형 1실, 24평형 6실, 샤워실 겸비한 평면스튜디오 

   입체스튜디오 (48평, 높이 6m)

   프레스기를 비롯한 각종 판화공방 시설 구비된 판화공방 

   대규모 전통 장작가마인 등요와 통가마, 가스가마실, 시유실 구비된 

도예공방

숙박  온돌의 좌식과 침대가 있는 양식 구조로 각방에 샤워시설 구비, 세탁

시설 공동 사용

식사   구내식당에서 유료로 제공됨

입주기간  2년

본인부담  관리비와 전기료 실비 납부 150,000원

영은미술관 Young 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영은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경기 광주시 쌍령동 8-1
464-130  

www.youngeunmuseum.org
031-761-0137 

최안나/ annahappyd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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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평론/공예)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창작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광주 및 전남지역 문화예술학도 및 문화예술 관계자 초청

하여 레지던스 참여 작가의 작품 소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 연계 프로젝트로‘광주 

무등산 자락 살리기 운동’단체와 함께하는 생태복원 프로젝트 ㅣ 광주 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 (광주 양산동,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시립미술관 운영과 공동 추진기획) ㅣ 광주 내 문화기반 공공

시설 (광주 지역 문화원 등)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기타   작가 작업 소개 1회

   한국문화체험을 위하여 차 예법 전수, 서예 및 문인화 강습 등 남도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남도 (진도, 신안일대 섬)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 ㅣ 

입주작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1주일에 2회 한국어 교육을 

진행

   광주지역의 근현대 역사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하여 작가들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기획 운영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가

지원항목  

스튜디오   회화 및 입체작가 스튜디오 연진미술원 (7실)

              미디어 복합 작가 스튜디오 관풍대 (2실)

              비평, 저널리스트 스튜디오 문향정 (2실) 

              제다실습실 (2실) 

              워크숍 공간 삼애헌 ㅣ 의재미술관 전관

지원금   매월 900,000원

숙박

입주기간  3개월

의재 창작스튜디오 Uijae Art Studio

의재 창작 스튜디오 

광주 동구 운림동 876번지
501-834

www.uijaeart.net
062-23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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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영상/퍼포먼스/설치/공예/시각예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입주기간 내의 작품을 정리하여 일반 대중 및 평론가, 큐레

이터, 기자, 갤러리리스트를 초청하여 작업실 공개

작가와의 대화   작업에 관련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입주작가 중 참여를 원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장르별 작가 군을 

그룹 별로 나누어 평론가를 섭외, 해당하는 그룹의 작가들과 사전에 토론과정을

거쳐 원고를 쓰고 그 원고는 오픈 스튜디오 도록에 수록 ㅣ 각 평론가는

30분에 걸쳐 해당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워크숍

지역연계프로그램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

운영

출판   도록 및 홍보물 제작

전시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입주기간 동안의 작업성과를 미술계 및 

일반인 등에 공개

기타   입주작가에게 해외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국제

교환프로그램 운영

지원항목
스튜디오   24시간 이용가능한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5실 (54㎡) 

              제 1전시실 (277.88㎡), 제 2전시실 (77.76㎡), 제 3전시실 (36㎡)

              교육실 (108.36㎡) ㅣ 옥외 작업장

숙박   침실, 주방시설, 화장실 설치된 스튜디오 내에서 거주

입주기간  장기입주 1년 ㅣ 단기입주 6개월

본인부담  보증금 100,000원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Cheongju Art Studio Residence Program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8번지
360-100  

www.cjartstudio.com
043-200-6135~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Cheongju Art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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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회화/사진/영상/설치/평론)

        문화일반 (예술경영)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전시

지원항목  

스튜디오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을 갖춘 총 100평의 편의시설 갖춤

식사   주중에 한하여 중식 제공

입주기간  1년 

NEO-PRIME ARTIST 레지던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8-3 
프라임저축은행 별관 4층

135-010  

www.primeacf.com
02-3014-7348 

오연경 / bluecomet@primeacf.com

프라임 문화재단 prime culture foundation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지원항목
스튜디오   토지문화관 별관내 작업실겸 숙소

숙박

식사

입주기간  장기 4개 ㅣ 단기 1개월 미만

장르  문학 (시/소설/수필/희곡/번역/아동문학/평론)

지원항목
스튜디오   토지문화관 창작집필실 (매지사, 귀래관)

숙박

입주기간  장기 4개 ㅣ 단기 1개월 미만

토지문화관 Toji Foundation of Culture 

문화예술인 창작실 지원 사업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570번지
220-842  

www.tojicul.or.kr
033-762-1382, 033-766-5545 

tojicul@chol.com

문인 창작집필실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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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시각예술 (사진)

프로그램
워크숍   입주기간 동안 미술관에서 기획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 프로

그램에 강사로 활동

전시   서울 한미사진 미술관 및 안동 OPS에서 전시개최 

   * 최소 1개월 이상 입주 작가에 한하며 당해 선정자가 없을 수도 있음

지원항목  

스튜디오   암실 (24평) 및 명실 ㅣ 전시실 (52평) 

              인터넷 접속 가능

숙박  숙소 (130평) ㅣ 취사도구가 구비된 식당 (26평)

입주기간  최소 1주일 (장기입주 가능)

한미사진미술관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안동 사진창작공간 
An-dong Open Photo Space  

 
경북 안동시 예안면 예안초등학교 부포분교

760-940

photomuseum.or.kr

장르  문학 (희곡)

        시각예술 (설치)

        공연예술 (연극/무용/음악/다원예술)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우, 노인, 이주민 등을 

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 참여자 모집 및 운영을 지원받아 운영

가능

지원항목
스튜디오   시골의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창작공간 ㅣ 작은 스튜디오 3개

             아카이브 룸1개 ㅣ 리허설 룸 (Black Box형 극장) 1개

작품제작비   비용 일부 지원

항공료   항공료 일부 또는 전체 지원

숙박  1인 1실 온돌 방 ㅣ 3인 1실/4인 1실 침대방 ㅣ 15인 1실 온돌방 

        공동 식당 ㅣ 화장실 ㅣ 아카이브 룸 ㅣ 휴게실 ㅣ 개별 샤워시설

기타   작업 발표를 위한 하드웨어 및 인력 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를 위한 매개역할 담당

입주기간  3주-3개월

후용공연예술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Hooyong Performing Arts Centre 

Artist-in-Residency
 

강원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389번지
220-804

www.nottle.co.kr
033-732-0827 

nottle93@hotmail.com

후용공연예술센터 Hooyong Performing Arts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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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장르 문학

시 소
설

수
필

희
곡

번
역

평
론

연
구

아
동

문
학

기
타

187

장
르

별
색

인
:문

학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덜란드 문학 협회
볼레젤 빌라 헬레보쉬

네덜란드 문학 협회
파사 포르타 국제 문학의 집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록펠러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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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작가 레지던스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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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위터바이너 시 번역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소울 마운틴 리트릿
소울 마운틴 리트릿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번역가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슬로베니아 작가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작가 레지던스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펠로우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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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스카니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 디아블르 보베르
레자보카 뒤 디아블르 보베르
(보베르 악마의 변호사들)- 문학 작가 레지던스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앤드류스 포레스트 작가 레지던스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레딕 하우스 국제 작가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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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작가 레지던스- 외국 문학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임스 메릴 하우스
제임스 메릴 작가 레지던스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케루악 프로젝트
잭 케루악 작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콜로라도 아트 랜치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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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문학

파키타 네모
파키타 네모 문학작가 레지던스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지브룩
작가 레지던스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LMCC
워크스페이스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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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덜란드 문학 협회
볼레젤 빌라 헬레보쉬

네덜란드 문학 협회
파사 포르타 국제 문학의 집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록펠러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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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작가 레지던스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위터바이너 시 번역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번역가 레지던스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슬로베니아 작가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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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펠로우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스카니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 디아블르 보베르
레자보카 뒤 디아블르 보베르
(보베르 악마의 변호사들)- 문학 작가 레지던스

오레곤 주립대학교
앤드류스 포레스트 작가 레지던스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레딕 하우스 국제 작가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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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임스 메릴 하우스
제임스 메릴 작가 레지던스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케루악 프로젝트
잭 케루악 작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문학

파키타 네모
파키타 네모 문학작가 레지던스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프로그램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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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LMCC
워크스페이스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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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덜란드 문학 협회
볼레젤 빌라 헬레보쉬

네덜란드 문학 협회
파사 포르타 국제 문학의 집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록펠러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지원항목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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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작가 레지던스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위터바이너 시 번역 레지던스

지원항목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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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소울 마운틴 리트릿
소울 마운틴 리트릿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번역가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슬로베니아 작가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작가 레지던스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펠로우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항목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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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스카니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 디아블르 보베르
레자보카 뒤 디아블르 보베르
(보베르 악마의 변호사들)- 문학 작가 레지던스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앤드류스 포레스트 작가 레지던스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레딕 하우스 국제 작가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지원항목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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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작가 레지던스- 외국 문학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임스 메릴 하우스
제임스 메릴 작가 레지던스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케루악 프로젝트
잭 케루악 작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콜로라도 아트 랜치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항목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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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문학

파키타 네모
파키타 네모 문학작가 레지던스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지브룩
작가 레지던스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LMCC
워크스페이스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항목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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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덜란드 문학 협회
볼레젤 빌라 헬레보쉬

네덜란드 문학 협회
파사 포르타 국제 문학의 집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록펠러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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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문학번역가국제학교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작가 레지던스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206

1주 2주 3개
월

6개
월

9개
월

1년 협
의

1개
월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위터바이너 시 번역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소울 마운틴 리트릿
소울 마운틴 리트릿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번역가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슬로베니아 작가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작가 레지던스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펠로우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입주기간 문학

시각예술, 문학, 연구 부문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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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스카니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 디아블르 보베르
레자보카 뒤 디아블르 보베르
(보베르 악마의 변호사들)- 문학 작가 레지던스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앤드류스 포레스트 작가 레지던스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레딕 하우스 국제 작가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기간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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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작가 레지던스- 외국 문학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임스 메릴 하우스
제임스 메릴 작가 레지던스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케루악 프로젝트
잭 케루악 작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콜로라도 아트 랜치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입주기간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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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문학

파키타 네모
파키타 네모 문학작가 레지던스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지브룩
작가 레지던스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LMCC
워크스페이스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기간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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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세부장르 프로그램 지원항목 입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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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블루멘*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1a 스페이스
큐레이터 레지던스

개스웍스
개스웍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갤러리 호
라보 호 특정 장소 창작 레지던스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CRC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국제 학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그레잇모어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그리피스 아트센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 샤티리에 갤러리
타인의 영토, 투르쿠앙 레지던스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리서치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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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AiR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비트라실 레지던스 프로그램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랑드르 바스 작가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듀엔드 스튜디오
게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드 아뜰리에
드 아뜰리에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라 로쉬 수르 욘 레지던스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전시 기획자 공모

라 샹브르 블랑쉬
라 샹브르 블랑쉬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퐁드리 달링
라 퐁드리 달링 국제 레지던스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이트 워크
라이트 워크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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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익스 아카데미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이드 프로젝트
레이드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로렌스 아트 센터
공예 레지던스

로렌스 아트 센터
판화 레지던스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론도 스튜디오
론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르 라보-ECM
르 라보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리즈
  ‘살아있는 이를 위한’기념비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벙 데 포레 - 숲의 바람
숲의 바람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매트리스 팩토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 센터
맥 예술가/건축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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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머드플랫 스튜디오
머드플랫 예술가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멘도치노 아트센터
멘도치노 예술가 레지던스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창작 지원금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배어 아트센터
배어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백 팩토리
시각예술가 초대 프로그램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뱀프 센터
시각예술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베미스 레지던스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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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북유럽 예술가 센터
NKD 레지던스 프로그램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레지던스

브레켄리지 타운
틴 샵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엑서사이즈 인 포카트로니카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네스 코뮌
산네스 코뮌 예술가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세토 문화진흥재단
세토 국제 도자기 유리 공예 프로그램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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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슐로스 플뤼쇼브
슐로스 플뤼쇼브 예술가 레지던스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전문가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시가현립 재단법인‘도예의 숲’
 ‘도예의 숲’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발적 지식들을위한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마 레지던스

씨코트 판화 워크숍
국제 방문 예술가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쉬 뒤 시에즈
그렁드 레지던스

아스테리드
아스테리드 작가 레지던스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이빔
아이빔 예술가 레지던스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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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현대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예술가 레지던스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예술가 공모 프로그램

아트스웨이
아트스웨이 프로덕션 레지던스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틀리에 포윈즈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시니야 유럽문화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연구 프로그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하우스 게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파스 마티스
에스파스 마티스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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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슬링엔 시
에슬링엔 반베르터 장학금

에이전스 토포
웹아트 창작 레지던스

엘 레반떼 재단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 바실리스꼬
엘 바실리스꼬 예술가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큐레이터 레지던스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하라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쿠라시키 오하라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가을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여름

와들로우
와들로우 예술 레지던스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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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미티 르네상스
요세미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 터닝 센터
터닝센터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스튜디오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아티스트 북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워터쉐드 겨울 예술가 레지던스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위드 그래티튜드
와일드 로즈팜 예술가 리트릿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위스키타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어 팜 아트센터
위어 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치타 아트센터
위치타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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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PIF 포스트 프로덕션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조각을 위한 공간
조각을 위한 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예술/산업 레지던스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나티 재단
치나티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UNIDEE 레지던스 - 국제프로그램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카사도로 레지던스
아리에즈 카자도로 창작레지던스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아트 스티튜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펠로우쉽 상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캐이프코드 예술가 레지던스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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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닝 유리 박물관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닝 유리 박물관
콜러 아트센터와 함께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방문 예술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콜로라도 아트 랜치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콜맨 센터
인다 하이타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쿠 아트 센터
쿠 아트 센터 글로벌 레지던스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DAS 국제 디지털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슐로스 블레케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국제 시각 및 미디어 예술 펠로우십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아틀리에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거주 장학금,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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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럴 스패이스
스튜디오 인텐시브 레지던스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운하우스 갤러리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프로젝트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토론토 예술학교
디펜던트 서머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 - 시각예술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라 매종 존느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펜랜드 공예학교
판화 및 활판쇄 겨울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시각예술 레지던스

폴렌
몽플렁깡 시각예술 레지던스

퐁망 현대미술센터
퐁망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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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플로렌스 트러스트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피클 아트센터
피클아트센터 작가교환 프로그램

픽쳐드 록스 국립호안
픽쳐드 록스 예술가 레지던스

필척 유리공예학교
신진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EAiR)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IASK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홀로 센터
홀로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홈
홈 예술가 레지던스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I.R. 발로리스
A.I.R. 발로리스 레지던스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CUE 예술 재단
CUE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cWOW
뉴와크 뉴 미디어 예술가 거주 도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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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프로젝트 장학금“예술과 소통하기”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큐레이터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LMCC
워크스페이스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M4 가스트 아틀리에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Red Lodge 클레이 센터
Red Lodge 장기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USF
USF 레지던스

V2
V2 소프트 테크놀로지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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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블루멘*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1a 스페이스
큐레이터 레지던스

개스웍스
개스웍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갤러리 호
라보 호 특정 장소 창작 레지던스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CRC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국제 학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그레잇모어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그리피스 아트센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 샤티리에 갤러리
타인의 영토, 투르쿠앙 레지던스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리서치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AiR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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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비트라실 레지던스 프로그램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랑드르 바스 작가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듀엔드 스튜디오
게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드 아뜰리에
드 아뜰리에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라 로쉬 수르 욘 레지던스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전시 기획자 공모

라 샹브르 블랑쉬
라 샹브르 블랑쉬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퐁드리 달링
라 퐁드리 달링 국제 레지던스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이트 워크
라이트 워크 예술가 레지던스

라익스 아카데미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이드 프로젝트
레이드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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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로렌스 아트 센터
공예 레지던스

로렌스 아트 센터
판화 레지던스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론도 스튜디오
론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르 라보-ECM
르 라보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리즈
 ‘살아있는 이를 위한’기념비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벙 데 포레 - 숲의 바람
숲의 바람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매트리스 팩토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 센터
맥 예술가/건축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머드플랫 스튜디오
머드플랫 예술가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멘도치노 아트센터
멘도치노 예술가 레지던스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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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창작 지원금

배어 아트센터
배어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백 팩토리
시각예술가 초대 프로그램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베미스 레지던스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북유럽 예술가 센터
NKD 레지던스 프로그램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레지던스

브레켄리지 타운
틴 샵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엑서사이즈 인 포카트로니카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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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세토 문화진흥재단
세토 국제 도자기 유리 공예 프로그램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전문가 레지던스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발적 지식들을 
위한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마 레지던스

씨코트 판화 워크숍
국제 방문 예술가

아쉬 뒤 시에즈
그렁드 레지던스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이빔
아이빔 예술가 레지던스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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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예술가 레지던스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예술가 공모 프로그램

아트스웨이
아트스웨이 프로덕션 레지던스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틀리에 포윈즈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시니야 유럽문화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파스 마티스
에스파스 마티스 레지던스

에슬링엔 시
에슬링엔 반베르터 장학금

에이전스 토포
웹아트 창작 레지던스

엘 레반떼 재단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 바실리스꼬
엘 바실리스꼬 예술가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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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오하라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쿠라시키 오하라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가을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여름

와들로우
와들로우 예술 레지던스

우드 터닝 센터
터닝센터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아티스트 북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워터쉐드 겨울 예술가 레지던스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위드 그래티튜드
와일드 로즈팜 예술가 리트릿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위스키타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어 팜 아트센터
위어 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치타 아트센터
위치타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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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PIF 포스트 프로덕션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조각을 위한 공간
조각을 위한 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예술/산업 레지던스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나티 재단
치나티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UNIDEE 레지던스 - 국제프로그램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카사도로 레지던스
아리에즈 카자도로 창작레지던스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아트 스티튜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펠로우쉽 상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캐이프코드 예술가 레지던스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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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닝 유리 박물관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방문 예술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콜맨 센터
인다 하이타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쿠 아트 센터
쿠 아트 센터 글로벌 레지던스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DAS 국제 디지털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슐로스 블레케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국제 시각 및 미디어 예술 펠로우십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아틀리에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거주 장학금,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크럴 스패이스
스튜디오 인텐시브 레지던스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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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토론토 예술학교
디펜던트 서머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 - 시각예술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라 매종 존느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시각예술 레지던스

퐁망 현대미술센터
퐁망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플로렌스 트러스트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피클 아트센터
피클아트센터 작가교환 프로그램

필척 유리공예학교
신진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EAiR)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IASK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픈

스
튜

디
오

세
미

나

워
크

숍

강
연

작
가

와
의

대
화

지
역

연
계

 
   

프
로

그
램

출
판

전
시

공
연

235

장
르

별
색

인
:시

각
예

술

프로그램 시각예술

홈
홈 예술가 레지던스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I.R. 발로리스
A.I.R. 발로리스 레지던스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CUE 예술 재단
CUE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cWOW
뉴와크 뉴 미디어 예술가 거주 도제 프로그램

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프로젝트 장학금“예술과 소통하기”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큐레이터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LMCC
워크스페이스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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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블루멘*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1a 스페이스
큐레이터 레지던스

개스웍스
개스웍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갤러리 호
라보 호 특정 장소 창작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CRC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국제 학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그레잇모어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그리피스 아트센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 샤티리에 갤러리
타인의 영토, 투르쿠앙 레지던스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리서치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AiR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
튜

디
오

지
원

금

작
품

제
작

비
생

활
비

항
공

료

여
행

비

숙
박

식
사

237

장
르

별
색

인
:시

각
예

술

지원항목 시각예술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비트라실 레지던스 프로그램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랑드르 바스 작가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듀엔드 스튜디오
게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드 아뜰리에
드 아뜰리에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라 로쉬 수르 욘 레지던스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전시 기획자 공모

라 샹브르 블랑쉬
라 샹브르 블랑쉬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퐁드리 달링
라 퐁드리 달링 국제 레지던스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이트 워크
라이트 워크 예술가 레지던스

라익스 아카데미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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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이드 프로젝트
레이드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로렌스 아트 센터
공예 레지던스

로렌스 아트 센터
판화 레지던스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론도 스튜디오
론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르 라보-ECM
르 라보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리즈
  ‘살아있는 이를 위한’기념비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벙 데 포레 - 숲의 바람
숲의 바람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매트리스 팩토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 센터
맥 예술가/건축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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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드플랫 스튜디오
머드플랫 예술가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멘도치노 아트센터
멘도치노 예술가 레지던스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창작 지원금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배어 아트센터
배어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백 팩토리
시각예술가 초대 프로그램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뱀프 센터
시각예술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베미스 레지던스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
튜

디
오

지
원

금

작
품

제
작

비
생

활
비

항
공

료

여
행

비

숙
박

식
사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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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예술가 센터
NKD 레지던스 프로그램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레지던스

브레켄리지 타운
틴 샵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엑서사이즈 인 포카트로니카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네스 코뮌
산네스 코뮌 예술가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세토 문화진흥재단
세토 국제 도자기 유리 공예 프로그램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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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슐로스 플뤼쇼브
슐로스 플뤼쇼브 예술가 레지던스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전문가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시가현립 재단법인‘도예의 숲’
 ‘도예의 숲’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발적 지식들을위한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마 레지던스

씨코트 판화 워크숍
국제 방문 예술가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쉬 뒤 시에즈
그렁드 레지던스

아스테리드
아스테리드 작가 레지던스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이빔
아이빔 예술가 레지던스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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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예술가 레지던스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예술가 공모 프로그램

아트스웨이
아트스웨이 프로덕션 레지던스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틀리에 포윈즈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시니야 유럽문화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연구 프로그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하우스 게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파스 마티스
에스파스 마티스 레지던스

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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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슬링엔 시
에슬링엔 반베르터 장학금

에이전스 토포
웹아트 창작 레지던스

엘 레반떼 재단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 바실리스꼬
엘 바실리스꼬 예술가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큐레이터 레지던스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하라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쿠라시키 오하라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가을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여름

와들로우
와들로우 예술 레지던스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요세미티 르네상스
요세미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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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터닝 센터
터닝센터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스튜디오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아티스트 북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워터쉐드 겨울 예술가 레지던스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위드 그래티튜드
와일드 로즈팜 예술가 리트릿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위스키타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어 팜 아트센터
위어 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치타 아트센터
위치타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PIF 포스트 프로덕션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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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조각을 위한 공간
조각을 위한 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예술/산업 레지던스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나티 재단
치나티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UNIDEE 레지던스 - 국제프로그램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카사도로 레지던스
아리에즈 카자도로 창작레지던스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아트 스티튜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펠로우쉽 상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캐이프코드 예술가 레지던스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레지던스

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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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시각예술 

코닝 유리 박물관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닝 유리 박물관
콜러 아트센터와 함께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방문 예술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콜로라도 아트 랜치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콜맨 센터
인다 하이타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쿠 아트 센터
쿠 아트 센터 글로벌 레지던스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DAS 국제 디지털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슐로스 블레케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국제 시각 및 미디어 예술 펠로우십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아틀리에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거주 장학금,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크럴 스패이스
스튜디오 인텐시브 레지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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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운하우스 갤러리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프로젝트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토론토 예술학교
디펜던트 서머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 - 시각예술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라 매종 존느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펜랜드 공예학교
판화 및 활판쇄 겨울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시각예술 레지던스

폴렌
몽플렁깡 시각예술 레지던스

퐁망 현대미술센터
퐁망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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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렌스 트러스트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피클 아트센터
피클아트센터 작가교환 프로그램

픽쳐드 록스 국립호안
픽쳐드 록스 예술가 레지던스

필척 유리공예학교
신진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EAiR)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IASK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홀로 센터
홀로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홈
홈 예술가 레지던스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I.R. 발로리스
A.I.R. 발로리스 레지던스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CUE 예술 재단
CUE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cWOW
뉴와크 뉴 미디어 예술가 거주 도제 프로그램

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프로젝트 장학금“예술과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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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큐레이터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LMCC
워크스페이스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M4 가스트 아틀리에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Red Lodge 클레이 센터
Red Lodge 장기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USF
USF 레지던스

V2
V2 소프트 테크놀로지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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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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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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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년 협
의

1개
월

*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블루멘*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1a 스페이스
큐레이터 레지던스

개스웍스
개스웍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갤러리 호
라보 호 특정 장소 창작 레지던스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CRC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국제 학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그레잇모어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그리피스 아트센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 샤티리에 갤러리
타인의 영토, 투르쿠앙 레지던스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리서치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깐 세랏 레지던스 프로그램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기간 시각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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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AiR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비트라실 레지던스 프로그램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랑드르 바스 작가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듀엔드 스튜디오
게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드 아뜰리에
드 아뜰리에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라 로쉬 수르 욘 레지던스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레지던스

라 복스 부르즈
라 복스 전시 기획자 공모

라 샹브르 블랑쉬
라 샹브르 블랑쉬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퐁드리 달링
라 퐁드리 달링 국제 레지던스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이트 워크
라이트 워크 예술가 레지던스

1-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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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익스 아카데미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레이드 프로젝트
레이드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레지던스 꼬라손
레지던스 꼬라손

로렌스 아트 센터
공예 레지던스

로렌스 아트 센터
판화 레지던스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론도 스튜디오
론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르 라보-ECM
르 라보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리즈
  ‘살아있는 이를 위한’기념비 멀티미디어 창작 레지던스

르 벙 데 포레 - 숲의 바람
숲의 바람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매트리스 팩토리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 센터
맥 예술가/건축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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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머드플랫 스튜디오
머드플랫 예술가 레지던스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멘도치노 아트센터
멘도치노 예술가 레지던스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창작 지원금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배어 아트센터
배어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백 팩토리
시각예술가 초대 프로그램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뱀프 센터
시각예술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프리맨 아시안 펠로우쉽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베미스 레지던스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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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북유럽 예술가 센터
NKD 레지던스 프로그램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레지던스

브레켄리지 타운
틴 샵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엑서사이즈 인 포카트로니카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30세 미만 신진작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쁘로엑또아세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산네스 코뮌
산네스 코뮌 예술가 레지던스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FAI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세토 문화진흥재단
세토 국제 도자기 유리 공예 프로그램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연구 및 그룹 프로그램

도예
유리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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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슐로스 플뤼쇼브
슐로스 플뤼쇼브 예술가 레지던스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전문가 레지던스

스톤하우스
스톤하우스 현대예술 레지던스

시가현립 재단법인‘도예의 숲’
 ‘도예의 숲’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예술가 및 생태학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발적 지식들을위한 레지던스

쓰리월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테마 레지던스

씨코트 판화 워크숍
국제 방문 예술가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쉬 뒤 시에즈
그렁드 레지던스

아스테리드
아스테리드 작가 레지던스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이빔
아이빔 예술가 레지던스

아이우엘로 협회
엘 아이우엘로

단기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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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현대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예술가 레지던스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예술가 공모 프로그램

아트스웨이
아트스웨이 프로덕션 레지던스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틀리에 포윈즈
방문 예술가 프로그램

아티스트 네(스)트
시니야 유럽문화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연구 프로그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하우스 게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스파스 마티스
에스파스 마티스 레지던스

단기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 3-6년

1개월-2년

장기 프로그램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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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 재단
에스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에슬링엔 시
에슬링엔 반베르터 장학금

에이전스 토포
웹아트 창작 레지던스

엘 레반떼 재단
해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 바실리스꼬
엘 바실리스꼬 예술가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큐레이터 레지던스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하라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쿠라시키 오하라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가을

옥스보우
옥스보우 예술가 레지던스-여름

와들로우
와들로우 예술 레지던스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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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미티 르네상스
요세미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 터닝 센터
터닝센터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스튜디오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아티스트 북 레지던스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워터쉐드 겨울 예술가 레지던스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위드 그래티튜드
와일드 로즈팜 예술가 리트릿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위스키타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어 팜 아트센터
위어 팜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위치타 아트센터
위치타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인디아나 듄스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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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PIF 포스트 프로덕션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조각을 위한 공간
조각을 위한 공간 레지던스 프로그램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예술/산업 레지던스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나티 재단
치나티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UNIDEE 레지던스 - 국제프로그램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카사도로 레지던스
아리에즈 카자도로 창작레지던스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아트 스티튜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칼라 펠로우쉽 상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캐이프코드 예술가 레지던스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컨택트 시어터
앳 홈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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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닝 유리 박물관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닝 유리 박물관
콜러 아트센터와 함께하는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방문 예술가를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콜로라도 아트 랜치
콜로라도 아트 랜치 레지던스

콜맨 센터
인다 하이타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쿠 아트 센터
쿠 아트 센터 글로벌 레지던스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DAS 국제 디지털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슐로스 블레케데 국제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거주 및 창작활동 지원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국제 시각 및 미디어 예술 펠로우십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아틀리에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거주 장학금,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초대작가
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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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럴 스패이스
스튜디오 인텐시브 레지던스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운하우스 갤러리
타운하우스 레지던스 프로젝트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토론토 예술학교
디펜던트 서머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트라이앵글 예술가 워크숍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인 아트 워크 센터
겨울 펠로우십 - 시각예술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라 매종 존느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펜랜드 공예학교
판화 및 활판쇄 겨울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시각예술 레지던스

폴렌
몽플렁깡 시각예술 레지던스

퐁망 현대미술센터
퐁망 현대미술센터 레지던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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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트 포럼
플랫트 포럼 창작 레지던스

플로렌스 트러스트
플로렌스 트러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

피클 아트센터
피클아트센터 작가교환 프로그램

픽쳐드 록스 국립호안
픽쳐드 록스 예술가 레지던스

필척 유리공예학교
신진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EAiR)

허브버브
허브버브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IASK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홀로 센터
홀로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홈
홈 예술가 레지던스

홍문화랑
홍문화랑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A.I.R. 발로리스
A.I.R. 발로리스 레지던스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CUE 예술 재단
CUE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cWOW
뉴와크 뉴 미디어 예술가 거주 도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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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프로젝트 장학금“예술과 소통하기”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스튜디오 프로그램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큐레이터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LMCC
워크스페이스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M4 가스트 아틀리에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Red Lodge 클레이 센터
Red Lodge 장기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USF
USF 레지던스

V2
V2 소프트 테크놀로지 예술가 레지던스

영화 분야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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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장학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댄스웹
자르댕 드 유럽 연수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도플갱어
미라지 인터

디 파브릭 포츠담 - 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탄츠플란 포츠담: 예술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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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랩 레지던스

레 쉽지스탕스
레 쉽지스탕스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뱀프 센터
브라스 레지던스

뱀프 센터
작곡가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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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현대음악 작곡 및 실험음악 예술가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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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댄스 오마이 국제 무용 공동체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뮤직 오마이 국제 음악가 레지던스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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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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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댄스 스튜디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환경미학(EA)
환경미학 Satsop 레지던스(EASR)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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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RI
ILIRI 레지던스

K3-안무센터/ 탄츠플란 함부르크
K3 레지던스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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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연예술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댄스웹
자르댕 드 유럽 연수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도플갱어
미라지 인터

디 파브릭 포츠담 - 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탄츠플란 포츠담: 예술가 레지던스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레 쉽지스탕스
레 쉽지스탕스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레지던스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픈

스
튜

디
오

세
미

나

워
크

숍

강
연

작
가

와
의

대
화

지
역

연
계

 
   

프
로

그
램

출
판

전
시

공
연

273

장
르

별
색

인
:공

연
예

술

프로그램 공연예술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뱀프 센터
브라스 레지던스

뱀프 센터
작곡가 레지던스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현대음악 작곡 및 실험음악 예술가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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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댄스 오마이 국제 무용 공동체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뮤직 오마이 국제 음악가 레지던스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픈

스
튜

디
오

세
미

나

워
크

숍

강
연

작
가

와
의

대
화

지
역

연
계

 
   

프
로

그
램

출
판

전
시

공
연

275

장
르

별
색

인
:공

연
예

술

프로그램 공연예술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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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댄스 스튜디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헝가리 다문화센터
국제 예술 레지던스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환경미학(EA)
환경미학 Satsop 레지던스(EASR)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K3-안무센터/ 탄츠플란 함부르크
K3 레지던스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
튜

디
오

지
원

금

작
품

제
작

비
생

활
비

항
공

료

여
행

비

숙
박

식
사

277

장
르

별
색

인
:공

연
예

술

지원항목 공연예술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장학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댄스웹
자르댕 드 유럽 연수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도플갱어
미라지 인터

디 파브릭 포츠담 - 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탄츠플란 포츠담: 예술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랩
랩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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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쉽지스탕스
레 쉽지스탕스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뱀프 센터
브라스 레지던스

뱀프 센터
작곡가 레지던스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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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현대음악 작곡 및 실험음악 예술가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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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댄스 오마이 국제 무용 공동체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뮤직 오마이 국제 음악가 레지던스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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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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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댄스 스튜디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환경미학(EA)
환경미학 Satsop 레지던스(EASR)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K3-안무센터/ 탄츠플란 함부르크
K3 레지던스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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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C
스윙스페이스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  ◆

◆  ◆   ◆

◆  ◆   ◆  

◆   ◆



284

1주 2주 3개
월

6개
월

9개
월

1년 협
의

1개
월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예술가 레지던스

교토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레이셔 국립공원
글레이셔 예술가 레지던스

글로가우AIR
글로가우AIR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까마르고 재단
레지던스 펠로우십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레지던스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노스 카스캐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장학 레지던스

닐럼빅 주의회
웃는 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댄스웹
자르댕 드 유럽 연수 프로그램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레지던스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창작가 레지던스

도플갱어
미라지 인터

디 파브릭 포츠담 - 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탄츠플란 포츠담: 예술가 레지던스

라 나폴 예술 재단
라 나폴 예술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말트리
르 플라토- 리서치 레지던스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랙대일 재단
랙대일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기간 공연예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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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랩 레지던스

레 쉽지스탕스
레 쉽지스탕스 레지던스

레드 신더 창작 센터
예술가 콜로니

로케이션 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벨라지오 창작 레지던스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보글리아스코 펠로우쉽 프로그램

리버사이드 미술관
리버사이드 미술관/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릴리안 E. 스미스 창작 레지던스

맥도웰 콜로니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맥콜 시각예술 센터
맥콜 시각예술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메사 베르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몬태나 예술가 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샤토 아르누 레지던스

밀레이 예술 공동체
밀레이 예술마을 레지던스 프로그램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예술가 밀크우드 레지던스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발트라이트 장학금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레지던스

뱀프 센터
레이톤 예술가 콜로니

뱀프 센터
브라스 레지던스

뱀프 센터
작곡가 레지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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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주 3개
월

6개
월

9개
월

1년 협
의

1개
월입주기간 공연예술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북경상원예술관
국제창작프로젝트

북아리조나 박물관
북아리조나 박물관 예술가 레지던스

분다논 신탁
분다논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레지던스

블루 마운틴 센터
블루 마운틴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AS 레지던스 프로그램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스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사클러 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ICC +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레지던스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시각예술 레지던스 장학금, 혼합미디어/뉴미디어 
레지던스 장학금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현대음악 작곡 및 실험음악 예술가 레지던스

슈타르케 재단
국제 아틀리에 프로그램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문화창조자들을 위한 빌리스아우 레지던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GEDOK 아틀리에하우스 장학금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시납스 레지던스

시드니 올림픽공원
시드니 올림픽공원 예술가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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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평양 스튜디오
허미티지 예술가 레지던스

아베이 드 프레-PQEV
아베이 드 프레-PQEV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일로얄 국립공원
아일로얄 예술가 레지던스

아카디아 국립공원
아카디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예술가 레지던스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아트스페이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크로프트
아트크로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알또스 데 차본
알또스 데 차본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애틀랜틱 예술 센터
ACA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도 스튜디오
야도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여름 레지던스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소어링 가든 예술가 리트릿

오레곤 주립대학교
협동 작가 리트릿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댄스 오마이 국제 무용 공동체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뮤직 오마이 국제 음악가 레지던스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아트 오마이 국제 예술 레지던스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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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입주기간 공연예술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초청 예술가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와일드에이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웜팜 인스티튜트
웜팜 예술가 레지던스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사운드아트 여름 프로젝트&레지던스

유크로스 재단
유크로스 재단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노튼 아일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익스플로러토리움
실험적 레지던스

익스플로러토리움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졸로투른 옛 병원
졸로투른 옛 병원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예술가 콜로니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커먼 그라운드
스튜디오 468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창작활동-거주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프로젝트 장학금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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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창조적 탐구를 위한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타이페이 예술촌
타이페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디베르
페디베르 예술가 레지던스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페트리파이드 예술가 레지던스   

포앙 에페메르
댄스 스튜디오

프레리 아트 센터
프레리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플랫폼 차이나
베이징 국제 예술가 플랫폼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헬렌 율리처 재단
헬렌 율리처 재단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환경미학(EA)
환경미학 Satsop 레지던스(EASR)

CLUI
웬도버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DoS
DoS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HERE 아트센터
HERE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iLAND
iLAB 레지던스 프로그램

ILIRI
ILIRI 레지던스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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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주 3개
월

6개
월

9개
월

1년 협
의

1개
월

K3-안무센터/ 탄츠플란 함부르크
K3 레지던스 프로그램

LMCC
스윙스페이스

MoKS
MoKS 레지던스

PACT 졸버라인
PACT 졸버라인 레지던스

Tou Scene
TAOH 레지던스

입주기간 공연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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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장르 문화일반

예
술

경
영

예
술

교
육

기
타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예술론 장학금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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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화일반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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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문화일반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예술론 장학금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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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일

반

1주 2주 1개
월

3개
월

6개
월

9개
월

1년 협
의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일본 목판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라 파밀리아 갤러리
라 파밀리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레지던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가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엘스웨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아트 꼬뮨

오브라스
OBRAS 레지던스 프로그램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예술 교육 레지던스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플랏트 클로브 레지던스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예술가/작가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크로아티아 예술가 레지던스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예술론 장학금

파트라바디 극장
파트라바디극장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헤드랜드 아트 센터
헤드랜드 아트 센터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연구원/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입주기간 문화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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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11

 157, 211

 51, 211

 62, 211

 81, 187, 211, 265

147, 187, 211, 265

  27, 211

 57, 211

 82, 187, 211, 265

169, 211

82, 211

83, 187, 211, 265

28, 187, 211, 265

63, 211

148, 211

63, 187, 211, 265

168, 211, 265

45, 187, 211

148, 211, 292

83, 187, 211, 265

41, 187

 21, 212

47, 212

 83, 187, 212, 265

 84, 212

 29, 265

162, 187, 212, 265

 56, 265

 84, 187, 265

 64, 212

[기관명 한글 색인]

*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blumen* Künstlerresidenz

1a 스페이스 1a Space

개스웍스 Gasworks

갤러리 호 Galerie ho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Gates of the Arctic National Park

교토 아트센터 Kyoto Art Center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Guldagergaard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International School of Painting, Drawing and Sculpture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Grand Canyon National Park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Greatmore Studios

그리피스 아트센터 THE GRIFFIS ART CENTER

글레이셔 국립공원 Glacier National Park

글로가우AIR GlogauAir gGmbH

기 샤티리에 갤러리 GALERIE GUY CHATILIEZ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Center for Contemporary Art Kitakyushu (CCA)

까마르고 재단 Camargo Foundation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Casa Tres Patios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Can Serrat International Art Centre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Nagasawa Art Park Committee (NAP)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ISDA(Nantucket Island School of Design and the Arts)

네덜란드 문학 협회 Het beschrijf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The Netherlands Media Art Institute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Nes listamiðstöð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North Cascades National Park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Niedersächsische 
Stipendiatenstätte Künstlerhof Schreyahn
닐럼빅 주의회 Nillumbik Shire Council

댄스웹 danceWEB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Writers‘ Colony at Dairy Hollow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CENTRE D‘ART CONTEMPORAIN LA SYNAGOGUE DE DE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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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187, 212, 265

 43, 265

 21, 212

 22, 212

 29, 265

 52, 212

 64, 187, 212, 265

 65, 212

 65, 212, 265

 65, 212

 140, 212

 85, 187, 212, 265, 292

 140, 212

 25, 212

 85, 212

 22, 213

 86, 187, 213, 265

 86, 213, 266

 66, 266

 87, 187, 213, 266

 87, 213

 166, 187, 213

 88, 213

 89, 213, 266

 58, 187, 213, 266

 56, 213

 67, 213

 67, 213

 67, 213

 58, 213, 266

 89, 188, 213, 266

 90, 188, 213, 266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Tokyo Wonder Site Aoyama, TWS Aoyama

도플갱어 Doplgenger

듀엔드 스튜디오 Duende Studios

드 아뜰리에 De Ateliers

디 파브릭 포츠담-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Die fabrik Potsdam - Internationales 
Zentrum für Tanz und Bewegungskunst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Digswell Arts Trust

라 나폴 예술 재단 La Napoule Art Foundation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Ecole d‘art de la Roche sur Yon

라 말트리 La Malterie

라 복스 부르즈 la box- Bourges

라 샹브르 블랑쉬 La Chambre Blanche

라 파밀리아 갤러리 La Familia Gallery

라 퐁드리 달링 La Fonderie Darling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Lademoen Kunstnerverkstede

라이트 워크 Light Work

라익스 아카데미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랙대일 재단 The Ragdale Foundation

랩 The Lab

레 쉽지스탕스 Les Subsistances

레드 신더 창작 센터 Red Cinder Creativity Center

레이드 프로젝트 Raid Project

레지던스 꼬라손Residencia Corazón  

로렌스 아트 센터 Lawrence Arts Center

로케이션 원 Location one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The Rockefeller Foundation Bellagio Center

론도 스튜디오 Rondo Studio

르 라보-ECM Le Labo-ECM

르 리즈 Le Rize

르 벙 데 포레 Le vent des forêts

리구리아 연구 센터 (보글리아스코 재단) The Liguria Study Center for the Arts and 
Humanities (The Bogliasco Foundation)
리버사이드 미술관 Riverside Art Museum (RAM)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The Lillian E. Smith Center for Creativ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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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Marseille

매트리스 팩토리 Mattress Factory

맥 센터 MAK CENTER

맥도웰 콜로니 The MacDowell Colony

맥콜 시각예술 센터 McColl Center for Visual Art

머드플랫 스튜디오 Mudflat Studio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Mesa Verde National Park

멘도치노 아트센터 Mendocino Art Center

몬태나 예술가 쉼터 Montana Artists Refuge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Communauté de communes Moyenne-Durance – CCMD

문학번역가국제학교 CITL - Collège International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Edith Russ Site for Media Art

밀레이 예술 공동체 The Millay Colony for the Arts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Milkwood International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Schul-,Kultur- und Sportamt der Stadt Baden-Baden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The Bali Purnati Center for the Arts

배어 아트센터 BAER ART CENTER

백 팩토리 Bag Factory

뱀프 센터 The Banff Centre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Berllanderi Sculpture Workshop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VERMONT STUDIO CENTER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Centre Régional du Livre de Bourgogne

북경상원예술관 Shangyuan Art Museum

북아리조나 박물관 Museum of Northern Arizona

북유럽 예술가 센터 The Nordic Artists’ Centre

분다논 신탁 Bundanon Trust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Braziers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브레켄리지 타운 Town of Breckenridge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Bridge Guard Residential Art/Science Centre 

블루 마운틴 센터 Blue Mountain Center

68, 188

 90, 213

 90, 213

 91, 188, 213, 266

 91, 214, 266

 92, 214

 93, 188, 214, 266

 93, 214

 94, 188, 214, 266

 68, 188, 214, 266

 69, 188

 29, 214

 94, 188, 214, 266

 59, 188, 214, 266

 30, 214, 266

 147, 188, 214, 266

 48, 214

 170, 214

141, 188, 214, 266

 53, 214

 95, 214

 95, 188, 214, 267

 96, 214

 69, 188

 157, 214, 267

97, 188, 215, 267

 25, 215

 162, 188, 215, 267

53, 215

 97, 215

 46, 215, 267

 97, 188, 215,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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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ustainable Arts Society at Blue Ridge(SAS)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Blue Sky Project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Visual Artists Ireland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쁘로엑또아세 PROYECTO‘ACE

산네스 코뮌 Sandnes Kommune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anta Fe Art Institute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Sapporo Artist in Residence, S-AIR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Centre national d’écriture des spectacles-La Chartreuse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Surprise Art Centre

세토 문화진흥재단 Seto City Cultural Promotion Foundation

소울 마운틴 리트릿 SOUL MOUNTAIN RETREAT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Stiftung Künstlerdorf Schöppingen

슈타르케 재단 Stiftung Starke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Stadtmühle Willisau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Land Schleswig-Holstein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Akademie Schloss Solitude

슐로스 플뤼쇼브 Schloss Plüschow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Collège europée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Seneffe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Sturt Contemporary Australian Craft

스톤하우스 The Stonehouse Residency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Center for Slovenian Literature

시가현립 재단법인‘도예의 숲’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Synapse-Ecole d’art de Rueil Malmaison

시드니 올림픽공원 Sydney Olympic Park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Sitka Center for art and ecology

신태평양 스튜디오 New Pacific Studio (NPS)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E.E.T : maison des écrivains étrangers et des 
traducteurs de Saint-Nazaire
쓰리월스 Three Walls

씨코트 판화 워크숍 Seacourt Print Workshop

아베이 드 프레-PQEV PQEV (Abbaye de la Prée, Association Pour que l’Esprit Vive)

아쉬 뒤 시에즈 L’H du Siège

 98, 188, 215, 267

 98, 188, 215, 267

 48, 215

 53, 188, 215, 267

 166, 215

 26, 215

 99, 189, 215

 149, 215, 267

 70, 189, 267

 171, 215, 267

 150, 215

 100, 189

 30, 215, 267

 31, 189, 215, 267

43, 189, 216, 267

31, 189, 216, 267

 32, 189, 216, 267, 292

32, 216

42, 189

163, 216

100, 189, 216

 47, 189

150, 216

 70, 216, 267

163, 189, 216, 267

100, 189, 216

 161, 189, 216, 268

 71, 189

 101, 216

 54, 216

 71, 189, 216, 268

 71, 216



301

기
관

명
한

글
 색

인

아스테리드 Asterides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ACAC)

아이빔 Eyebeam

아이오와대학교 University of Iowa

아이우엘로 협회 Corporación Hayuelo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The Island Institute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IMMA(The Irish Museum of Modern Art / IMMA) 

아일로얄 국립공원 Isle Royale National Park 

아카디아 국립공원 Acadia National Park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Archie Bray Foundation for the Ceramic Arts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AIAV)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Art Center/South Florida 

아트스웨이 ArtSway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The Art Studio Itsukaichi Operation Committee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Artspace Visual Arts Centre

아트크로프트 ARTCROFT

아틀리에 포윈즈 Ateliers Fourwinds

아티스트 네(스)트 ArtistNe(s)t

알또스 데 차본 Altos de Chavon

애틀랜틱 예술 센터 Atlantic Center for the Arts/ACA

야도 스튜디오 Yaddo studio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Jan Van Eyck Academie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The Edward F. Albee Foundation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Evergreen Museum & Library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Centre Est Nord Est

에스파스 마티스 Espace Matisse

에스피 재단 Espy Foundation

에슬링엔 시 Stadt Esslinger am Necker

에이전스 토포 Agence TOPO

엘 레반떼 재단 FUNDACIÓN EL LEVANTE

엘 바실리스꼬 El Basilisco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Elsewhere Artist Collaborative

 72, 216

 151, 216, 268, 292

 102, 216

 102, 189

 169, 189, 216

 103, 189

 49, 217

 103, 189, 217, 268

 103, 190, 217, 268

 104, 217

 152, 217, 268

 104, 217

 54, 217

152, 217

 164, 190, 217, 268

 105, 190, 217, 268

 72, 217

 40, 190, 217

 81, 190, 217, 268

106, 190, 217, 268

 107, 190, 217, 268

23, 217

 107, 190, 217, 268

107, 217

142, 217

72, 217

108, 190, 218

33, 218

143, 218

167, 218

168, 218

108, 190, 218, 268,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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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LABoral Centro de Arte y Creacion Industrial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Art and Cultural Studies Laboratory (ACSL)

오 디아블르 보베르 Au diable vauvert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The Ora Lerman Charitable Trust

오레곤 주립대학교 Oregon State University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OMI International Arts Center

오브라스 OBRAS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Osage Arts Community

오픈 스튜디오 Open Studios

오하라 미술관 Ohara Museum of Art

옥스보우 Ox-Bow

와들로우 WARDLOW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Wildacres Retreat

요세미티 르네상스 Yosemite Renaissance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The Woodstock Byrdcliffe Guild (WBG)

우드 터닝 센터 The Wood Turning Center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Women‘s Studio Workshop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웜팜 인스티튜트 Wormfarm Institute

위드 그래티튜드 With Gratitude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Whiskeytown National Recreation Area

위어 팜 아트센터 Weir Farm Art Center

위치타 아트센터 Wichita Center for the Arts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EUROPEAN SOUND DELTA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european ceramic workcentre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Youkobo Art Space

유크로스 재단 Ucross Foundation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Institut Départemental pour le Développement Artistique et Culturel–IDDAC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Eastern Frontier Educational Foundation

익스플로러토리움 exploratorium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Indiana Dunes National Lakeshore

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entre Photographique d‘ile-de-France

45, 218

146, 190, 218, 268, 292

73, 190

108, 190, 218, 268

109, 190, 218, 268

109, 190, 218, 268

61, 190, 218, 268, 292

111, 190, 218, 269

60, 218, 269

153, 218

111, 218

164, 218

112, 190, 218, 269

113, 219

113, 190, 219, 269

113, 219

114, 219, 292

115, 219

116, 191, 219, 269

143, 219

116, 219

117, 219

117, 219

73, 219, 269

24, 219

153, 219

117, 191, 219, 269

74, 191

118, 191, 219, 269

118, 219, 269

119, 191, 219

7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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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The Catskill Center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Institute of Advanced Media Arts and Sciences (IAMAS)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Djerassi Resident Artists Program

제임스 메릴 하우스 The James Merrill House

조각을 위한 공간 Sculpture Space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John Michael Kohler Arts Center

졸로투른 옛 병원 Altes Spital Solothurn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Footpaths and Terra Incognita Foundation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The Julia and David White Artist’s Colony

치나티 재단 The Chinati Foundation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Cittadellarte-Pistoletto Foundation

카미야마 예술가 레지던스 위원회 Kamiyama Artist-in-Residence Committee, KAIR

카사도로 레지던스 Caza d’Oro_ Résidence d’Artistes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Kala Art Institute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The Cape Cod Art Association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Calumet International Arts Association

커먼 그라운드 Common Ground

컨택트 시어터 Contact Theatre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The Contemporary Artists Center

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Center for Contemporary Printmaking

케루악 프로젝트 Kerouac Project of Orlando

코닝 유리 박물관 Corning Museum of Glass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Cork Printmakers

콜로라도 아트 랜치 Colorado Art Ranch

콜맨 센터 The Coleman Center

쿠 아트 센터 Ku Art Center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Queen Street Studios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Künstlerstätte Schloss Bleckede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Künstlerhaus Dortmund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Künstlerhaus Lauenburg/Elbe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Künstlerhaus Lukas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Künstlerhaus Bethanien

120, 191, 220, 269, 292

154, 220

120, 191, 220, 269

121, 191

121, 220

122, 220

44, 220, 269

 62, 191, 220, 269, 292

144, 191, 220 ,269

122, 220

59, 220

154, 220

74, 220

122,  220

123, 220

60, 191, 220, 269, 292

49, 220 269

55, 191 220

124, 220

124, 221

125, 191

125, 221

50, 221

126, 191, 221

126, 221

157, 221

42, 221

33, 221

33, 221

34, 191, 221

34, 191, 221, 269

35, 221



304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Künstlerhaus Büchsenhausen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Künstlerhaus Stuttgart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Künstlerhaus Schloß Balmoral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Künstlerhaus Schloss Wiepersdorf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Künstlerhäuser Worpswede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Künstlerhof Roter Ochse

크럴 스패이스 Crawl Space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The STUDIO for Creative Inquiry

타운하우스 갤러리 Townhouse Gallery of Contemporary Art

타이페이 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Temple Bar Gallery & Studios

토론토 예술학교 Toronto School of Art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Triangle Arts Association

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인 아트 워크 센터 The Fine Arts Work Center

파키타 네모 Paquita Nemo

파트라바디 극장 Patravadi Theatre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Patricia Low Contemporary

페디베르 Fées d’hiver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펜랜드 공예학교 Penland School of Crafts

포앙 에페메르  Point Ephémère

폴렌 Pollen

퐁망 현대미술센터 Centre d’art contemporain de Pontmain

프레리 아트 센터 The Prairie Center of the Arts

플랫폼 차이나 Platform China

플랫트 포럼 Platte Forum

플로렌스 트러스트 Florence Trust

피클 아트센터 Pickled Art Centre

픽쳐드 록스 국립호안 Pictured Rocks National Lakeshore

필척 유리공예학교 Pilchuck Glass School

허브버브 HUB-BUB

57, 221

35, 221

36, 221, 292

36, 191, 221, 269

37, 191, 221, 270

37, 191, 221, 270

126, 222

127, 222, 270

170, 222

160, 192, 222, 270

50, 222

143, 222

127, 222

75, 222, 270

128, 192, 222

75, 192

160, 222, 270, 292

44, 222

76, 192, 222, 270

129, 192, 222, 270

129, 222

76, 222, 270

77, 222

77, 222

130, 192, 222, 270

158, 192, 222, 270

130, 192, 223

55, 223

159, 223

130, 223

131, 223

131, 19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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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다문화센터 Hungarian Multicultural Centre

헤드랜드 아트센터 Headlands Center for the Arts

헤지브룩 Hedgebrook

헬렌 율리처 재단 The Helene Wurlitzer Foundation of New Mexico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ASKA) The International Art Space Kellerberrin 
Australia (IASKA)
홀로 센터 HOLOCENTER

홈 Home, Inc

홍문화랑 Red Gate Gallery

환경미학(EA) Environmental Aesthetics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Fukuoka Asian Art Museum (FAAM)

A.I.R. 발로리스 A.I.R. Vallauris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ARCUS Project Administration Committee

CLUI CLUI(The Center for Land Use Interpretation)

CUE 예술 재단 CUE Art Foundation

cWOW City Without Walls

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DA, Kunsthaus Kloster Gravenhorst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berliner künstler-programm des daad

DoS The Department of Safety

HERE 아트센터 HERE Arts Center

iLAND iLAND (Interdisciplinary Laboratory for Art, Nature and Dance)

ILIRI Imaging the Land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LIRI)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ISCP)

K3-안무센터/탄츠플란 함부르크 K3-Zentrum für Choreographie/Tanzplan Hamburg

LMCC LMCC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Stichting M4Gastatelier

MoKS MoKS - Center for Art and Social Practice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Maison de la Poésie du Nord-Pas-de-Calais

PACT 졸버라인 PACT Zollverein

Red Lodge 클레이 센터 Red Lodge Clay Center

Tou Scene Tou Scene

USF USF (The United Sardine Factory)

V2 V2_ Institute for the Unstable Media

79, 192, 223, 270

132, 192, 223, 270, 292

132, 192

133, 192, 223, 270

165, 223

133, 223

133, 223

159, 192, 223

134, 270

155, 223, 292

78, 223

156, 223

134, 192, 223, 270

134, 223

135, 223

38, 224

38, 192, 224, 270, 292

135, 224, 270

136, 224, 270

136, 224, 270

165, 192, 224, 271

137, 224

39, 271

138, 192, 224, 271

24, 224

51, 224, 271

78, 192

39, 224, 271

139, 224

26, 224, 271

26, 224

2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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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영문 색인]

*blumen* Künstlerresidenz *블루멘* 퀸스틀러레지덴츠

1a Space 1a 스페이스

A.I.R. Vallauris A.I.R. 발로리스

Acadia National Park 아카디아 국립공원

Agence TOPO 에이전스 토포

Akademie Schloss Solitude 슐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AIAV)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Altes Spital Solothurn 졸로투른 옛 병원 

Altos de Chavon 알또스 데 차본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ACAC) 아오모리 현대미술센터

Archie Bray Foundation for the Ceramic Arts 아키 브레이 세라믹 아트 파운데이션

ARCUS Project Administration Committee ARCUS 프로젝트 운영단

Art and Cultural Studies Laboratory (ACSL) 예술문화 연구실험실

Art Center/South Florida 아트센터 사우스 플로리다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Art Studio Itsukaichi Operation Committee 아트스튜디오 이츠카이치시 운영위원회

ARTCROFT 아트크로프트

ArtistNe(s)t 아티스트 네(스)트

Artspace Visual Arts Centre 아트스페이스 시각예술센터

ArtSway 아트스웨이

Asterides 아스테리드

Ateliers Fourwinds 아틀리에 포윈즈

Atlantic Center for the Arts/ACA 애틀랜틱 예술 센터

Au diable vauvert 오 디아블르 보베르

BAER ART CENTER 배어 아트센터

Bag Factory 백 팩토리

Bali Purnati Center for  Arts 발리 푸르나티 예술센터

Banff Centre 뱀프 센터

Bemi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베미스 현대 예술 센터

berliner künstler-programm des daad DAAD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

28, 211

157, 211

78, 223

103, 190, 217, 268

143, 218

32, 189, 216, 267, 292

152, 217, 268

44, 220, 269

81, 190, 217, 268

151, 216, 268, 292

104, 217

156, 223

146, 190, 218, 268, 292

104, 217

84, 212

152, 217

105, 190, 217, 268

40, 190, 217

164, 190, 217, 268

54, 217

72, 216

72, 217

106, 190, 217, 268

73, 190

48, 214

170, 214

147, 188, 214, 266

141, 188, 214, 266

96, 214

38, 192, 224, 270,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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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landeri Sculpture Workshop 버랜더리 조각 워크숍

Blue Mountain Center 블루 마운틴 센터

Blue Sky Project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Braziers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브레이저스 국제 예술가 워크숍

Bridge Guard Residential Art/Science Centre 브릿지 가드 예술/과학 레지던스 센터

Bundanon Trust 분다논 신탁

Calumet International Arts Association 캘류멧 국제예술협회

Camargo Foundation 까마르고 재단

Can Serrat International Art Centre 깐 세랏 국제 예술 센터

Cape Cod Art Association 캐이프코드 예술협회

Casa Tres Patios 까사 뜨레스 빠띠오스

Catskill Center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자연보존과 개발을 위한 캣스킬 센터

Caza d’Oro_ Résidence d’Artistes 카사도로 레지던스

Center for Contemporary Art Kitakyushu (CCA)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Center for Contemporary Printmaking 컨템포러리 프린트메이킹센터

Center for Slovenian Literature 슬로베니아 문학 센터

CENTRE D‘ART CONTEMPORAIN LA SYNAGOGUE DE DELME 델름 시나고그 
현대 미술 센터

Centre d’art contemporain de Pontmain 퐁망 현대미술센터

Centre Est Nord Est 에스트 노흐 에스트 센터

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Marseille 마르세이유 국제 시 센터

Centre national d’écriture des spectacles-La Chartreuse 샤트루즈 국립 공연예술 센터

Centre Photographique d‘ile-de-France 일드프랑스 사진 센터

Centre Régional du Livre de Bourgogne 부르곤느 책 지방센터

Chinati Foundation 치나티 재단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L - Collège International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문학번역가국제학교

Cittadellarte-Pistoletto Foundation 치타델라르떼 피스톨레토 재단

City Without Walls cWOW

CLUI(The Center for Land Use Interpretation) CLUI

Coleman Center 콜맨 센터

Collège européen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de Seneffe 스네프 문학번역 유럽협회

Colorado Art Ranch 콜로라도 아트 랜치

53, 214

97, 188, 215, 267

98, 188, 215, 267

53, 215

46, 215, 267

162, 188, 215, 267

60, 191 220, 269, 292

63, 187, 211, 265

45, 187, 211

123, 220

168, 211, 265

120, 191, 220, 269, 292

74, 220

148, 211

124, 221

47, 189

64, 212

77, 222

142, 217

68, 188

70, 189, 267

74, 220

69, 188

122, 220

75, 222, 270

69, 188

59, 220

135, 224

134, 192, 223, 270

 126, 221

42, 189

126, 19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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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Ground 커먼 그라운드

Communauté de communes Moyenne-Durance–CCMD 무와엔-듀렁스 지역 사회

Contact Theatre 컨택트 시어터

Contemporary Artists Center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센터

Cork Printmakers 코르크 프린트메이커

Corning Museum of Glass 코닝 유리 박물관

Corporación Hayuelo 아이우엘로 협회

Crawl Space 크럴 스패이스

CUE Art Foundation CUE 예술 재단

DA, Kunsthaus Kloster Gravenhorst DA, 쿤스트하우스 클로스터 그라벤호어스트

danceWEB 댄스웹

De Ateliers 드 아뜰리에

Department of Safety DoS

Die fabrik Potsdam-Internationales Zentrum für Tanz und Bewegungskunst 
디 파브릭 포츠담 - 국제 무용 및 운동예술 센터

Digswell Arts Trust 딕스웰 아트 트러스트

Djerassi Resident Artists Program 제라시 거주 예술가 프로그램

Doplgenger 도플갱어 

Duende Studios 듀엔드 스튜디오

Eastern Frontier Educational Foundation 이스턴 프론티어 교육재단

Ecole d‘art de la Roche sur Yon 라 로쉬 수르 욘 미술원

Edith Russ Site for Media Art 미디어아트 에딧-루스 기념관

Edward F. Albee Foundation 에드워드 F. 올비 재단

El Basilisco 엘 바실리스꼬

Elsewhere Artist Collaborative 엘스웨어 예술가협력체

Environmental Aesthetics 환경미학(EA)

Espace Matisse 에스파스 마티스

Espy Foundation 에스피 재단

european ceramic workcentre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EUROPEAN SOUND DELTA 유러피안 사운드 델타

Evergreen Museum & Library 에버그린 미술관 및 도서관

exploratorium 익스플로러토리움

Eyebeam 아이빔

49, 220, 269

68, 188, 214, 266

55, 191, 220

124, 220

50, 221

125, 221

169, 189, 216

126, 222

134, 223

38, 224

56, 265

22, 212

135, 224, 270

29, 265

52, 212

120, 191, 220, 269

43, 265

21, 212

118, 191, 219, 269

65, 212

29, 214

107, 190, 217, 268

168, 218

108, 190, 218, 268, 292

134, 270

72, 217

108, 190, 218

24, 219

73, 219 269

107, 217

118, 219, 269

102,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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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ées d’hiver 페디베르

Fine Arts Work Center 파인 아트 워크 센터

Florence Trust 플로렌스 트러스트

Footpaths and Terra Incognita Foundation 좁은 길과 미지의 땅 재단

Fukuoka Asian Art Museum (FAAM)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FUNDACIÓN EL LEVANTE 엘 레반떼 재단

GALERIE GUY CHATILIEZ 기 샤티리에 갤러리

Galerie ho 갤러리 호

Gasworks 개스웍스

Gates of the Arctic National Park 게이츠 오브 더 아크틱 국립공원

Glacier National Park 글레이셔 국립공원

GlogauAir gGmbH 글로가우AIR

Grand Canyon National Park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Greatmore Studios 그레잇모어 스튜디오

GRIFFIS ART CENTER 그리피스 아트센터

Headlands Center for the Arts 헤드랜드 아트 센터

Hedgebrook 헤지브룩

Helene Wurlitzer Foundation of New Mexico 헬렌 율리처 재단

HERE Arts Center HERE 아트센터

Het beschrijf 네덜란드 문학 협회

HOLOCENTER 홀로 센터

Home, Inc 홈

HUB-BUB 허브버브

Hungarian Multicultural Centre 헝가리 다문화센터

iLAND (Interdisciplinary Laboratory for Art, Nature and Dance) iLAND

Imaging the Land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LIRI) ILIRI

IMMA(The Irish Museum of Modern Art / IMMA)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Indiana Dunes National Lakeshore 인디아나 듄스 국립호안

Institut Départemental pour le Développement Artistique et Culturel – IDDAC
이닥 예술 문화 진흥원

Institute of Advanced Media Arts and Sciences (IAMAS)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International Art Space Kellerberrin Australia (IASKA) 호주 켈러베린 국제 예술공간

International Ceramic Research Center :Guldagergaard 국제 세라믹 연구센터

76, 192, 222, 270

128, 192, 222

55, 223

62, 191, 220, 269, 292

155, 223, 292

167, 218

63, 211

62, 211

51, 211

81, 187, 211, 265

83, 187, 211, 265

28, 187, 211, 265

82, 187, 211, 265

169, 211

82, 211

132, 192, 223 ,270, 292

132, 192

133, 192, 223, 270

136, 224, 270

41, 187

133, 223

133, 223

131, 192, 223

79, 192, 223, 270

136, 224, 271

165, 192, 224, 263

49, 217

119, 191, 219

74, 191

154, 220

165, 223

2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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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chool of Painting, Drawing and Sculpture 국제 회화, 드로잉, 조각 학교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ISCP) ISCP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Island Institute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Isle Royale National Park 아일로얄 국립공원

James Merrill House 제임스 메릴 하우스

Jan Van Eyck Academie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John Michael Kohler Arts Center 존 마이클 콜러 아트 센터

Julia and David White Artist’s Colony 줄리아 앤 데이비드 화이트 아티스트 콜로니

K3-Zentrum für Choreographie/Tanzplan Hamburg K3-안무센터/탄츠플란 함부르크

Kala Art Institute 칼라 아트 인스티튜드

Kamiyama Artist-in-Residence Committee, KAIR 카미야마 예술가레지던스 위원회

Kerouac Project of Orlando 케루악 프로젝트

Ku Art Center 쿠 아트 센터

Künstlerhaus Bethanien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Künstlerhaus Büchsenhausen 퀸스틀러하우스 뷔센하우젠

Künstlerhaus Dortmund 퀸스틀러하우스 도르트문트

Künstlerhaus Lauenburg/Elbe 퀸스틀러하우스 라우엔부르크/엘베

Künstlerhaus Lukas 퀸스틀러하우스 루카스

Künstlerhaus Schloß Balmoral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

Künstlerhaus Schloss Wiepersdorf 퀸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뷔퍼스도르프

Künstlerhaus Stuttgart 퀸스틀러하우스 슈투트가르트

Künstlerhäuser Worpswede 퀸스틀러호이저 보르프스베데

Künstlerhof Roter Ochse 퀸스틀러호프 로터 옥세

Künstlerstätte Schloss Bleckede 퀸스틀러슈태테 슐로스 블렉케데

Kyoto Art Center 교토 아트센터

L’H du Siège 아쉬 뒤 시에즈

la box- Bourges 라 복스 부르즈

La Chambre Blanche 라 샹브르 블랑쉬

La Familia Gallery 라 파밀리아 갤러리

La Fonderie Darling 라 퐁드리 달링

La Malterie 라 말트리

La Napoule Art Foundation 라 나폴 예술 재단

57, 211

137, 224

103, 189

103, 189, 217, 268

121, 191

23, 217

122, 220

144, 191, 220, 269

39, 271

122, 220

154, 220

125, 191

157, 221

35, 221

57, 221

33, 221

34, 191, 221

34, 191, 221, 269

36, 221, 292

36, 191, 221, 269

35, 221

37, 191, 221, 270

37, 191, 221, 270

33, 221

147, 187, 211, 265

71, 216

65, 212

140, 212

85, 187, 212, 265, 292

140, 212

140, 212, 265

64, 187, 21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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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랩

LABoral Centro de Arte y Creacion Industrial 예술과 산업창조 노동센터

Lademoen Kunstnerverkstede 라데모엔 아티스트 워크숍

Land Schleswig-Holstein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Lawrence Arts Center 로렌스 아트 센터

Le Labo-ECM 르 라보-ECM

Le Rize 르 리즈

Le vent des forêts 르 벙 데 포레

Les Subsistances 레 쉽지스탕스

Light Work 라이트 워크

Liguria Study Center for  Arts and Humanities (Bogliasco Foundation) 리구리아 
연구 센터(보글리아스코 재단)

Lillian E. Smith Center for Creative Arts 릴리안 E. 스미스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LMCC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LMCC

Location one 로케이션 원

M.E.E.T : maison des écrivains étrangers et des traducteurs de Saint-Nazaire 
쌩나제르 외국인작가와 번역가의 집

MacDowell Colony 맥도웰 콜로니

Maison de la Poésie du Nord-Pas-de-Calais Nord-Pas-de-Calais의 시의 집

MAK CENTER 맥 센터

Mattress Factory 매트리스 팩토리

McColl Center for Visual Art 맥콜 시각예술 센터

Mendocino Art Center 멘도치노 아트센터

Mesa Verde National Park 메사 베르데 국립공원

Milkwood International 밀크우드 인터내셔널

Millay Colony for  Arts 밀레이 예술 공동체

MoKS - Center for Art and Social Practice MoKS

Montana Artists Refuge 몬태나 예술가 쉼터

Mudflat Studio 머드플랫 스튜디오

Museum of Northern Arizona 북아리조나 박물관

Nagasawa Art Park Committee (NAP) 나가사와 예술공원 실행위원회

Nerlands Media Art Institute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

Nes listamiðstöð 네스 예술가 레지던스

New Pacific Studio (NPS) 신태평양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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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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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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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1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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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88, 21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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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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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14, 266

9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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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88, 214, 266

94, 188, 21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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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dersächsische Stipendiatenstätte Künstlerhof Schreyahn 니더작센의 장학생 
거주 도시 퀸스틀러호프 슈라이안

Nillumbik Shire Council 닐럼빅 주의회

NISDA(Nantucket Island School of Design and the Arts) 낸터컷섬 디자인 예술 학교

Nordic Artists’ Centre 북유럽 예술가 센터

North Cascades National Park 노스 카스캐이드 국립공원

OBRAS 오브라스

Ohara Museum of Art 오하라 미술관

OMI International Arts Center 오마이 국제예술센터

Open Studios 오픈 스튜디오

Ora Lerman Charitable Trust 오라 러먼 채리터블 트러스트

Oregon State University 오레곤 주립대학교

Osage Arts Community 오세이지 예술커뮤니티

Ox-Bow 옥스보우

PACT Zollverein PACT 졸버라인

Paquita Nemo 파키타 네모

Patravadi Theatre 파트라바디 극장

Patricia Low Contemporary 파트리시아 로우 컨템포러리

Penland School of Crafts 펜랜드 공예학교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페트리파이트 국립공원

Pickled Art Centre 피클 아트센터

Pictured Rocks National Lakeshore 픽쳐드 록스 국립호안

Pilchuck Glass School 필척 유리공예학교

Platform China 플랫폼 차이나

Platte Forum 플랫트 포럼

Point Ephémère 포앙 에페메르 

Pollen 폴렌

PQEV (Abbaye de la Prée, Association Pour que l’Esprit Vive) 아베이 드 프레-PQEV

Prairie Center of  Arts 프레리 아트 센터

PROYECTO‘ACE 쁘로엑또아세

Queen Street Studios 퀸 스트리트 스튜디오

Ragdale Foundation 랙대일 재단

Raid Project 레이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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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2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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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2

129, 222

129, 192, 222, 270

159, 223

130, 223

13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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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22, 270

77, 222

71, 189, 21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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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15

42, 221

86, 187, 213,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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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inder Creativity Center 레드 신더 창작 센터

Red Gate Gallery 홍문화랑

Red Lodge Clay Center Red Lodge 클레이 센터

Residencia Corazón   레지던스 꼬라손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라익스 아카데미

Riverside Art Museum (RAM) 리버사이드 미술관

Rockefeller Foundation Bellagio Center 록펠러재단 벨라지오센터

Rondo Studio 론도 스튜디오

Sandnes Kommune 산네스 코뮌

Santa Fe Art Institute 산타페 아트 인스티튜트

Sapporo Artist in Residence, S-AIR 삿포로 예술가 레지던스

Schloss Plüschow 슐로스 플뤼쇼브

Schul-,Kultur- und Sportamt der Stadt Baden-Baden 바덴바덴 시 교육문화체육부

Sculpture Space 조각을 위한 공간

Seacourt Print Workshop 씨코트 판화 워크숍

Seto City Cultural Promotion Foundation 세토 문화진흥재단

Shangyuan Art Museum 북경상원예술관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시가현립 재단법인‘도예의 숲’

Sitka Center for art and ecology 시트카 예술 생태학 센터

SOUL MOUNTAIN RETREAT 소울 마운틴 리트릿

Stadt Esslinger am Necker 에슬링엔 시

Stadtmühle Willisau 슈타트뮐레 빌리스아우

Stichting M4Gastatelier M4 가스트 아틀리에 재단

Stiftung Künstlerdorf Schöppingen 쉐핑엔 예술인마을 재단

Stiftung Starke 슈타르케 재단

Stonehouse Residency 스톤하우스

STUDIO for Creative Inquiry 크리에이티브 인콰이어리 스튜디오

Sturt Contemporary Australian Craft 스터트 현대 호주 공예센터

Surprise Art Centre 서프라이즈 아트센터

Sustainable Arts Society at Blue Ridge(SAS) 블루리지 친환경 예술협회

Sydney Olympic Park 시드니 올림픽공원

Synapse-Ecole d’art de Rueil Malmaison 시납스-루이말메종 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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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Artist Village 타이페이 예술촌

Temple Bar Gallery & Studios 템플바갤러리 스튜디오

Three Walls 쓰리월스

Tokyo Wonder Site Aoyama, TWS Aoyama 도쿄 원더 사이트 아오야마

Toronto School of Art 토론토 예술학교

Tou Scene Tou Scene

Town of Breckenridge 브레켄리지 타운

Townhouse Gallery of Contemporary Art 타운하우스 갤러리

Triangle Arts Association 트라이앵글 예술 협회

Ucross Foundation 유크로스 재단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대학교

USF (The United Sardine Factory) USF

V2_ Institute for the Unstable Media V2

VERMONT STUDIO CENTER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Victoria and Albert Museum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Virginia Center for the Creative Arts 버지니아 크리에이티브 아트 센터

Visual Artists Ireland 비주얼 아티스트 아일랜드

WARDLOW 와들로우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워터쉐드 세라믹 아트센터

Weir Farm Art Center 위어 팜 아트센터

Whiskeytown National Recreation Area 위스키타운 국립휴양지

Wichita Center for the Arts 위치타 아트센터

Wildacres Retreat 와일드에이커스 리트릿

With Gratitude 위드 그래티튜드

Women‘s Studio Workshop 우먼스 스튜디오 워크숍

Wood Turning Center 우드 터닝 센터

Woodstock Byrdcliffe Guild (WBG)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조합

Wormfarm Institute 웜팜 인스티튜트

Writers‘ Colony at Dairy Hollow 데어리 할로우 작가 마을

Yaddo studio 야도 스튜디오

Yosemite Renaissance 요세미티 르네상스

Youkobo Art Space 유우코보 아트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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