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수원컨벤션센터일정

행사 일정

• 2022. 5. 4(수) - 8(일) (5일간)

• VVIP 프리뷰 오픈 : 5. 4.  15:00 - 

• 일반 오픈 : 5. 5 - 8.   11:00 - 19:00

작품 설치

• 2022. 5. 3(화)   20:00 - 21:00

• 2022. 5. 4(수)   09:00 - 12:00

※ 일부 부스 20:00 이전 작품 설치 가능하

지만 부스설치 당일 작업 환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작가명판

작가 명판은 부스에 작가의 이름을 부착하는 이름판으로 해당 작품이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관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홍     길     동
HONG GIL DONG

12cm

30cm

KASS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기본 명판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스티커
상단 영문명 / 하단 한글명

※ 작가들마다 개성이 다르기에 특유의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

   및 부착 허용합니다.

명판

★ 작품설치일에 배포



캡션

작품명
작가명
사이즈 /제작년도
재료
작품가격

코리아아트쇼

KASS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기본 캡션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 캡션.
현장에서 배포하면
작가가 직접 수기로 내용 작성

※ 작가들마다 개성이 다르기에 특유의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

   및 부착 허용합니다.

• 주최측에서는 작가의 개성을 살려 직접 제작하는것을 권합니다

• 캡션 직접 제작시 규격(사이즈), 디자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 캡션 직접 제작시 반드시 아래 문구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작품명                       2. 작가명

   3. 사이즈  (세로) × (가로)      / 제작년도

   4. 재료                         5. 작품가격

6. 주최측 로고 또는 타이틀

      - 코리아 아트쇼 / 코리아 아트쇼 2022

KASS / KOREA ART SHOW / KASS 2022 . . .

★ 작품설치일에 배포

캡션 양식은 웹하드에 저장되어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only.webhard.co.kr

아이디 : kass2022

패쓰워드 : 2022

※ 



부스 / 벽 설치 규정

• 부스 외벽높이 : 3m (동일규격)

• 작품설치시 배정된 벽 끝 좌우 15cm이상 여백두고 설치 권고

• 부스에 도색하면 복구비용 발생

외벽 직접 도색시 반출일(8일) 17시 30분까지 흰색으로 원상복구해야 하

며 완벽하게 복구 못하면 부스업체에서 추가비용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m

조명

• 부스 가벽(판넬) 추가 : 1m - 132,000원

• 조 명 : 1개 추가시 - 55,000원

• 책상 : 1개 추가시 - 33,000원

• 의자 : 1개 추가시 - 11,000원

• 외벽 컬러변경 - 55,000원(3m×1m ; 높이 × 폭)

• 전기(콘센트;220v) : 추가시 - 22,000원

부스 변경시 비용 안내

부스 판넬
 02-2065-1174, 010-2638-3126 (이재혜대리)

※ 전기 콘센트는 기본 제공되지 않기에 전기필요하신
작기남께선 추가 신청하세요~

• 테이블  : 1개 ( 1부스당)
• 의자 1개 (1부스당)
• 조명 : 1.5 - 2m길이에 1개
예) 3m:2개 / 4m:2개 / 5m:3개

기본 제공 품목



작품운반 / 설치

작품 운반 및 설치는 작가가 직접 합니다.

부스에는 와이어 레일이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나사못)으로 작품 설치해야 합니다.

나사못 전동 드릴 / 드라이버 사다리 / 발판 사다리 / 발판

※ 사다리같은 장비는 준비 어려운 작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없으신 작가님들은 주변부스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다리 빌리실때에는 예의(캔커피라도)를 표하는 센스를...



작품반입및반출

5. 3 (화)
07:00 - 08:00 대형조각반입 (하역장이용)

18:00 - 21:00 전시 1홀작품반입 (전시홀우측)

19:00 - 전시 2홀작품반입 (전시홀중앙)

20:00 - 전시 3홀작품반입 (전시홀좌측)

부스설치

도면상우측(전시1홀)부터시작하여좌측쪽(전시2,3홀)으로진행될

예정입니다.

작가분들부스위치인지하시어작품설치시간참고하세요.

5. 4 (수)
08:00 - 12:00작품반입완료

부스 도면

작품 반입

작품 반출
5. 8 (일)
17:00 - 17:40

※ 18:00부터 부스업체에서 부스철수가 들어가기에 최소 20분전까지는 작품철수가 완료되야 합니다.



작품배송

배송 및 포장 안내

작품 포장은 주최측에서 진행

• 작품 배송은 지정업체에서 진행

- 서울/경기지역 : 50호 미만 ⇒ 3만원

                   50호 이상 ⇒ 5만원

비용 : 작가와 주최측 각각 50%씩 부담

      예) 60호 작품 판매시 배송 수수료 작가 25,000원, 주최측 25,000원 부담

• 조형물의 경우 중량에 따른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됨.

※ 단 현장에서 컬렉터분이 직접 작품을 반출할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발생하지 않음



도슨트 & 아트딜러문의

⇒ 작가/작품 설명을 도슨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파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담당자
윤세희 한국도슨트 협회 실장
02-2682-0371

• 도슨트 & 아트딜러 및 안내요원은 60~100여명 선발 및 부스 3~4개

에 1명에 배치될 예정

(경우에 따라 2부스 1인 배치될 수도 있음)

• 작가님들은 작품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아트딜러에게

작가 및 작품설명 파일을 충실히 잘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작품설명

및 판매 서비스에 도움이 됩니다.

• 작가님들이 아트딜러에게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작가님들은 눈치보지말고 도슨트&아트딜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요

청하세요

도슨트 양식은 웹하드에 저장되어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

면 됩니다.

https://only.webhard.co.kr

아이디 : kass2022

패쓰워드 : 2022

※ 

해당파일다운로드
후작성

해당폴더에업로드

1

2



행사운영스케줄

• VVIP & PRESS Preview
- 5. 4 (수) 15:00 - 19:00

• 일반오픈
- 5. 5 (목) – 5. 8 (일)
  11:00 - 19:00 (입장마감 18:00) - 5, 6, 7 (목,금,토)
11:00 - 17:00 (입장마감 16:00) - 8 (일)



작가출입증

• 작가님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목걸이 출입증 1개씩이 제공됩니다.

• 목걸이 출입증은 행사 종료후 기념품으로 증정

   -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유수량제한으로 손실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 수량 제한때문에 목걸이출입증은 지인과 관객들에게는 제공될 수 없다.

목걸이 출입증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원확인후 배포



교통

수원컨벤션센터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64-10

신분당선 「광교중앙역」하차, 도보 이동
광교중앙역 하차(강남역-광교중앙역 35분) → (4번 출구, 도보 1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광역버스 「광교중앙·아주대환승센터」하차
서울역 M5115, M5121 / 강남역 M5422 → 광교중앙·아주대환승센터 하차 → (4번 출구, 도보 1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시내버스 「수원컨벤션센터·롯데아울렛」하차
5-4, 19, 20, 32, 32-3, 32-4, 670, 720-3, 999 → 수원컨벤션센터 ·롯데아울렛 하차 → (도보 3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지하철 │ Subway

버스 │ Bus

층별 설치장소(대수)
지하1층 -아트스페이스광교맞은편(2대)

-엘리베이터근처(2대)

지하2층 -엘리베이터근처(2대)

사전 정산기 이용안내



주차

주차요금표

구 분
1회 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10분마다) 1일

승용 및 승합 900원 400원 9,500원 ※수원시주차장 조례 1급지 적용

• 위 표는 지하주차장 요금입니다.

• 15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4.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크기가 이에 준하는 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신용/체크/교통/삼성페이)

• 최초 1시간 2,100원, 2시간 4,500원, 3시간 6,900원

• 출구 정산 기준 10분 이내 회차시간 무료 (※ 경과 시 10분을 포함한 정상요금 부과)

승용차는 광교중앙로 및 법조로 방향에서 진입하실 수 있으며,

화물차는 법조로 방향에서만 1층 하역장으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컨벤션 주차관리팀 (주차 상황실)

전화 : 031-304-8770, 8771

- 주차가능대수 : 1,023대

- 15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 지하주차장 이용불가

(지하주차장 높이 : 2.3m)



인스타 블로그작가홍보마감

KASS 2022 사무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인스타그램 작가홍보를

시행해 왔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행사 막바지 준비때문에 더 이상 인스타그램 작

가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접수된 작가들만 순차적으로 인스타 블로

그 홍보에 실리고 더 이상 작가홍보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양애 부탁드려요~

KASS 2022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kass_artists/



팜플렛

카달로그 거치대

※ 부스 가장자리 구석에 카달로그 거치대를 설치해서 팜플렛

을 넣으면 관객들이 쉽게 꺼내갈 수 있어요.

특히 테이블 없는 부스는 필수품이 아닐까요?

• 카달로그 거치대는 가까운 문구사, 쇼핑몰에서 구매가능

• 종류별로 1단, 2단, 3단...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답니다.

※ 오른쪽 샘플은 예전에 3천원에 구입

한 제품인데, 요즘엔 가격이 더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쇼핑몰에서는 대략 2천원대~만원대까

지 다양하게 있어요



라운드 라벨스티커

• 판매된 작품은 라운드라벨 스티커를 부착해야 중

복 매매되지 않아요.

• 컬렉터(관객)입장에서도 라운드 라벨 스티커가

많이 붙착된 작가부스를 보면 인기있고 유명한

작가로 판단해서 작품구매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 작가님들께서는 라운드 라벨 스티커를 준비해주

세요~

주최측에서도 준비해서 제공되지만 혹여라도 부

족사태 발생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작가님들께서도 준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