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llery XR 멤버쉽]은 STARWINGS에서 운영하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멤버쉽에 선정된

작가들은 일정기간 동안 갤러리에 소속되어 멤버쉽 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Gallery XR 멤버쉽]은

각기 다른 기획구성에 따라 Basic Membership , Deluxe Membership, Premium Membership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ALLERY XR & GALLERY AR MALL과 함께하는 [Gallery XR 멤버쉽]은 오프라인 갤러리 전시와 온라인

AR 서비스들이 지원됩니다.

작가지원시스템

동일한 공간에서 작품감상과 미디어아트를 함께 구현하는 멀티 갤러리 시스템

작가의 작품을 확장된 디지털 융합 콘텐츠로 소개하는 혁신적 프로모션 실행으로,

미술전시, 작품 경매, 작품 공동구매, 문화 이벤트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아트 갤러리 무빙 월 시스템 미디어아트 시스템

< MULTICOMPLEX GALLERY XR >

작품을 안방과 거실에
미리 걸고 배치해 본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작가프로필과 작품세계를
한 눈에 본다

작가정보 및 작품에
담긴 스토리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AR공간에서 체험한다

AR을 통한 작가의 가상
갤러리 공간에서 원하는
작품을 쉽게 감상한다

AR 
디스플레이
시스템

AR
작가

아카이브

AR
작가
갤러리

< GALLERY AR MALL >

GALLERY XR MEMBERSHIP



[Basic Membership] - Online Service Only

GALLERY AR MALL에입점하여 AR 기술기반의온라인개인전및다양한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습니다. (1년과정, 최대 2년까지연장가능) 

GALLERY XR 온라인개인전

GALLERY AR MALL 입점지원시스템 : AR 디스플레이시스템

AR 작가아카이브

AR 작가갤러리

멤버쉽회원비 :  2,600,000원

- [GALLERY XR 멤버쉽]은 Basic Membership , Deluxe Membership,
Premium Membership으로나누어집니다. 

- GALLERY XR Membership은작가개인의활동과목적에따라선택이가능합니다. 

[GALLERY XR 멤버쉽] 종류

[Deluxe Membership] – Online & Offline Service

GALLERY AR MALL 입점 및 GALLERY XR에서개인전, 멤버쉽기획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참여가가능합니다. (1년과정, 최대 2년까지연장가능) 

GALLERY XR 지원시스템

- 개인전 : GALLERY XR (개인전은 14일기준으로진행되며전시일정은협의하에
결정됩니다.) 

- 멤버쉽기획전 : GALLERY XR (Membership Only 그룹초대전에참여가

가능합니다.) 

- 레지던시프로그램 : 작품크리틱, 실내누드 Class 를선택참여가능(프로그램

진행일정은별도공지해드립니다.)

GALLERY AR MALL 입점지원시스템 : AR 디스플레이시스템

AR 작가아카이브

AR 작가갤러리

멤버쉽회원비 :  3,600,000원



[Premium Membership] - Online & Offline Service &
Global Exhibition

GALLERY AR MALL 입점 및 GALLERY XR 에서개인전, 멤버쉽기획전, 레지던시

프로그램, 해외기획전에참여가가능합니다. (1년과정, 최대 2년까지연장가능) 

GALLERY XR 지원시스템

- 개인전 : GALLERY XR (개인전은 14일기준으로진행되며전시일정은협의하에
결정됩니다.) 

- 멤버쉽기획전 : GALLERY XR (Membership Only 그룹초대전에참여가
가능합니다.) 

- 레지던시프로그램 : 작품크리틱, 실내누드 Class, 야외스케치프로그램을
선택참여가능(프로그램진행일정은별도공지해드립니다.)

- 해외기획전 : GALLERY XR 글로벌네트워크뉴욕또는파리기획전선택참가

GALLERY AR MALL 입점지원시스템 : AR 디스플레이시스템

AR 작가아카이브

AR 작가갤러리

멤버쉽회원비 :  4,600,000원

⚫ 대상

예술관련학사이상의열정적인작가개인

⚫ 작품

저작권법에저촉되지않는

작가개인의순수창작품으로주제제한없음

대상요건

CATEGORY 

서양화, 동양화, 조각, 도예, 공예, 

사진, 판화, 민화, 일러스트등

모든장르



⚫ 신청서를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서작성하십시오.

⚫ 전시작가약력 ( 소정양식없음 )

⚫ 작품이미지 : 5점 (캡션포함)

jpg 이미지를이메일로제출하시거나출력된이미지를직접제출가능

* 세부사항 –평면은각작품당 1개의이미지

입체는각작품당 2~3개의정, 측면이미지

-- 비디오작품 : avi 형식의파일

⚫ 위의제출자료들을 contact@starwings.co.kr 으로접수해주십시오.

⚫ 1차 : 기본서류심사

⚫ 2차 : 포트폴리오심사

⚫ 발표 :  이메일및개별전화안내

⚫ 최종선정된작가에한해서 <멤버쉽계약서>를별도송부해드립니다.

접수방법및절차

심사방법

⚫ 1차기본서류심사를통과한분에한해서 2차포트폴리오심사가진행됩니다.

⚫ 제출된서류는갤러리자료로서소장되며반환되지않습니다.

유의사항



E-mail : contact@starwings.co.kr

Tel : 02-544-0020   

Web : www.starwings.co.kr                              

Adress : 서울강남구언주로 135길 29 영화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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