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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of 2015 World Watercolor Paintings Triennale 

 
1. 행 사 명 :  2015 세계 수채화 트리엔날레  
   Event Name: 2015 World Watercolor Paintings Triennale 
 
2. 행사취지    
   Purpose of Event 
 본 전시는 오방색을 기조로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에 면면히 녹아있는 한국의 미와 

앞서가는 한국수채화의 현주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 세계 약 48개국, 유명 

수채화작가들의 작품을 트리엔날레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In order to publicize the current status of the advanced Korea's watercolor paintings 

and the beauty of Korea reflecting ceaselessly in our beautiful and fine custom based on 

our traditional five colors, the artworks of famous watercolor painters from about 48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xhibited in the form of triennale. 
 본 전시를 통해 국내의 작가에게는 수채화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과 한국 수채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후학들에게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본 전시를 통해, 국내의 

미술가들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domestic painters with the experience of a variety of 

watercolor paintings and the pride of Korea's excellence in watercolor paintings, as well 

as arrange a place of learning for younger students, so that Korean artists will have an 

opportunity for taking a major step forward through this event. 
 
3. 행사내용 
   Contents of Event 
 1974년 창립 이래, 현재, 한국 최고의 수채화단체인 사)한국수채화협회에서 매년 개최하여 

2015년에 45회를 맞게 되는 한국수채화협회전과 함께 기획되어, 전세계 약 48개국의 유명 

수채화작가의 작품을 트리엔날레의 부스전 형식으로 초대 전시할 예정이며, 본 협회 회원 

이외에도 공모를 통한 선별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일반작가의 수채화 작품도 

함께 전시를 하게 됩니다. 
Planning to hold in conjunction with the 45th 2015 Korea Watercolor Paintings 

Exhibition which has been annually held by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Korea's top 

corporation body of watercolor painting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74, the artworks 

of famous watercolor painters from about 48 countries will be invited for exhibition in 

the booth of triennale. In addition, the watercolor artworks of creative and characterful 

ordinary painters, selected in the public contest, will be displayed together with the 

Association members' artworks.  
 
특히, 행사기간에 방문하는 외국작가들에게는 3일간의 숙박제공과, 본 협회 작가들의 

가정민박 체험 등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과정으로 오늘날의 한류에 평면회화의 장르가 일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Specially, we provide foreign painters participating in the event with the three-day 

accommodation and offer the programs of home-stay at the Association member's home 

and Korean culture experience, and therefore we intend to create a chance that the fine 

arts can contribute to today's Korean wave through this event. 



 
4. 전시개요 
   Summary of Exhibition 
   - 전시기간 : 2015년 5월16일(토) - 5월28일(목) 
     Exhibition Period: Saturday, May 16 - Thursday, May 28, 2015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3층 (제 3,4,5,6전시실) 
     Exhibition Place: 2nd and 3rd floors of Hangaram Art Gallery at Seoul Arts   
                       Center (Exhibition Hall 2 through 6) 
   - 주    최 : 사)한국수채화협회 
      Host: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 참여국가 : 약 48개국 
      Participating Countries: About 48 countries 
   - 참여작가 : 외국작가 150명 / 사)한국수채화협회 회원220명, 국내수채화작가  
      Participating Painters: 150 painters from foreign countries, 220 members of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Majority of domestic  
                            watercolor painters, etc 
   - 원화전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이미지파일을 보내주시면 본 협회에서         

arche용지에 고화질로 인쇄하여 인쇄본으로 전시도 가능합니다. 
      It is a principle that the original paintings are exhibited, but in case of  
      necessity, if the image file is provided, the Association will print it in high  
      definition on the arche paper to display as a printed version. 
   - 오픈식에 참석하시는 작가님들은 3일간의 숙박 및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원하는 참가자는 주최측과 협의하시면 참가하신 3일간의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드립        

니다. 
      Painters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provided with the three-day  
      accommodation and the program of Korean culture experience, and the  
      attendee will be guided for the three-day program in consultation with the  
      sponsor. 
   - 작품 및 자료제출 마감일: 2015년 1월31일 
      Deadline for the Artwork and Data Submission : January 31, 2015 
   - 작품크기 : 76 X 56cm 이내 작품1점  
      Size of Artwork : One artwork within the size of 76 x 56cm 
   - 전시방법 : 주최측에서 액자제작하여 전시함 
      Exhibition Method : Framed and displayed by the sponsor 
   - 자료제출 : 작가이력(명제, 작가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경력(10줄이내),인물사진                  

(300dpidl상))은 첨부된 서류양식에 맞추어 웹하드(또는 우편으로 제출                    

해 주시기바랍니다. 
      Data Submission : Please submit the painter's history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form (including the title, painter name, email  
                         address, phone number, career (within 10 lines of  
                         description), portrait photograph in more than 300dpi), by  
                         webhard or by mail  
                         
               웹하드 : http://www.webhard.co.kr/  ID: hansuha  PW:1234 
               Webhard: http://www.webhard.co.kr/  ID: hansuha  PW:1234 
               E-Mail : www.hansuha74@gmail.com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운현신화타워 204호 한국수채화협회 
               Mailing Address: c/o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Woonhyun  
                                 Sinhwa Tower #204, 30-6 Iksung-dong, Jongro-gu,  
                                 Seoul, Korea 



 
   - 협   찬 : 주)미젤로, 주)신한화구, 주)알파색채, 주)윈저앤뉴톤/캔손, 주)황금아트,                     

주)알파유통, 주)골프업, 주)해피플랫폼통신  
      Sponsor: 주)미젤로, 주)신한화구, 주)알파색채, 주)윈저앤뉴톤/캔손, 주)황금아트,                     

주)알파유통, 주)골프업, 주)해피플랫폼통신  
                 (번역위원 주: 업체명은 고유명사이므로 자체적으로 명기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회, 사)한국미술협회, 각국 대사관, 각국 문화원, MBN 매일경제신문,                      

MBC방송국, 미술과비평  
      Suppor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Embassies of various countries, Cultural Centers of  
               various countries, MBN (Maeil Business Newspaper), MBC (Munhwa  
               Broadcasting Co), Art & Criticism Magazine 
 
5. 전시방법: 1부/ 2부/ 3부 ( 부스전 및 협회전, 일반 수채화작가 참여전) 
   Exhibition Method: Session 1 / Session 2 / Session 3 (Booth exhibition and   
                      Association exhibition, Exhibition of participating ordinary  
                     watercolor painters) 
                

      
      가. 제1부 전시  
          Session 1 
         - 전시기간 : 5월 16(토) - 5월 21일(목) 
            Exhibition Period: Saturday, May 16 - Thursday, May 21 
         - 작품반입 : 5월16일(토) 오전11시 
            Artwork Carry-In: 11am, Saturday, May 16 
         - 오 픈 식 : 5월16일(토) 오후6시 
            Opening Ceremony: 6pm, Saturday, May 16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3층 
            Exhibition Place: 2nd and 3rd floors of Hangaram Art Gallery at Seoul 
                              Arts Center 
         - 전시인원 : 외국작가 75명, 사)한국수채화협회 회원 부스전 30명 
                     사)한국수채화협회 협회전 작가(절반인원) 
            Exhibition Participant: 75 painters from foreign countries, 30 members  
                                   of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participating in  
                                   the booth exhibition, Half of painters participating 
                                   in the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exhibition 
 
     나. 제2부 전시  
         Session 2 
         - 전시기간 : 5월22일(목) - 5월28일(목)) 
            Exhibition Period: Friday, May 22 - Thursday, May 28 
         - 작품반입 : 5월22(토) 오전11시 
            Artwork Carry-In: 11am, Friday, May 22 
         - 오 픈 식 : 5월22일(목) 오후5시 
            Opening Ceremony: 5pm, Friday, May 22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3층 
            Exhibition Place: 2nd and 3rd floors of Hangaram Art Gallery at Seoul 
                              Arts Center 
         - 전시인원 : 외국작가 75명, 사)한국수채화협회 회원 부스전 30명 
                     사)한국수채화협회 협회전 작가(절반인원) 
            Exhibition Participant: 75 painters from foreign countries, 30 members  
                                   of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participating in  
                                   the booth exhibition, Half of painters participating 
                                   in the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exhibition 
  
     다. 제3부 전시 
         Session 3 
         - 전시기간 : 5월30일(토) - 6월5일(금)  
            Exhibition Period: Saturday, May 30 - Friday, June 5 
         - 작품반입 및 디피 : 5월29일(금) 
            Artwork Carry-In and DP: Friday, May 29 
         - 오 픈 식 ; 5월31일(일) 
            Opening Ceremony: Sunday, May 31 
         - 전시장소 : 추후대관 
            Exhibition Place: Will be rented later 
         - 외국작가 150명, 공모에서 선정된 수채화가 
            150 painters from foreign countries, Watercolor painters selected in the  
            public contest 
 
6. 행사 후 기대효과  
   Expected Effect of Event 
  2015년 세계 수채화 트리엔날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내 유명수채화 작가들의 

작품과 외국 수채화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는 전시로 국내의 작가에게는 

수채화의 다양성에 대한 체험과 한국 수채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후학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Successful hosting of 2015 World Watercolor Triennale will enable us to appreciate the 

artworks of both famous foreign and domestic watercolor painters in one location. This 

event will become a place not only for domestic painters to build experiences of various 

watercolor paintings and the pride of Korea's excellence in watercolor paintings but 

also for young students to learn. 
 
7. 전시장 소개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Place 
1990년에 개관된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 콘서트홀, 전시장등을 갖추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며, 2015 세계수채화트리엔날레 행사가 개최될 한가람미술관은 

예술의전당 전면 왼쪽 날개에 위치하며, 조형예술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미술관입니다. 
The Seoul Arts Center, opened in 1990, is a representative cultural space with the 

opera hall, concert hall, exhibition hall, etc. The Hangaram Fine Arts Gallery for  2015 

World Watercolor Triennale, located in the front left wing of the Seoul Arts Center, is 

devoted to the function of the formative arts space.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재미있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으며, 특히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퇴근 후 또는 공연관람객들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미술관 관람 등으로 관람객의 수요가 많은 전시공간입니다. 



Focusing on modern fine arts, the events are entertaining and enjoyable even to the 

young generation. Specially, a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conveniently situated, 

it is a highly demanded exhibition place where office workers see fine arts exhibits 

after work or concert spectators visit using their spare time. 
 
한가람미술관은 연면적 15,540㎡로, 1, 2 층이 틔여 대형그림도 자유로이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을 비롯한 6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아트샵 등을 갖추었으며, 항온, 항습시설이나 

조명설비 등이 완벽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현대미술관들이 도입하여 호평 받고 

있는 자연채광에 가까운 광천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밝은 실내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어서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The Hangaram Art Gallery with the area of 15,540㎡ has an open structure between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floor where the large size of the picture can be displayed 

without any problem, in addition to six exhibition halls, museum storage, art shop, etc, 

and is equipped perfectly with the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facilities and 

lighting fixtures. Particularly, as the luminous ceiling close to natural light, favorably 

received in the European museums, is installed in order to appreciate the artworks in a 

bright interior atmosphere, it is the best place to hold this event successfu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