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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ve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모여진 수익은 akive의 운영 및 작가지원 등 미술계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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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상품
Online A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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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앙, Isler of Asperger Type VII(세부), 2008

본 이미지는 akive.org에서 발췌

전시정보 등록
전시소식을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전시내용은 전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이
트에 보관되어, 가치 있는 자료로 남겨지게 됩니다.

(동일 주최 일괄계약: 110만원/12회. 게재 희망일 7일전까지 자료 제공 및 입금)

11만원
VAT포함
1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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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정보 등록, 작품소개, 진행/예정/지난 전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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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정보 목록

전시회정보 상세

akive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모여진 수익은 akive의 운영 및 작가지원 등 미술계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전시정보 등록
akive 사이트 내 배너 상품을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 페이지 내 우측(1번) 상단을 기본으로 하는 배너와
전시회 정보 페이지 안 상단(2번) 영역이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SNS와 뉴스레터에도 정보가 노출되어 높은
전시홍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게재 희망일 7일전까지 자료 제공 및 입금)
(전시배너 등록 시 전시정보 등록 무료 / 총 배너 수는 최대 10건으로 제한되니 예약 필수)

22만원
VAT포함 /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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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상단영역, 전시회정보 상단영역, SNS, 뉴스레터

2013

* 기본 등록기간은 2주이며, 기간연장시 11만원/주(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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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전시회정보

akive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모여진 수익은 akive의 운영 및 작가지원 등 미술계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전시공간 등록
전시공간 페이지는 전국의 갤러리, 미술관 등 전시공간의 기본정보를 축적해 놓은 곳입니다. 지역별 목록에 전시
공간이 노출되며, 지도에는 위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을 방문하려는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도정보, 이를 위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AT포함

(게재 희망일 7일전까지 자료 제공 및 입금)

1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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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갤러리 기본정보, 위치정보 등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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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목록

전시공간 소개

akive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모여진 수익은 akive의 운영 및 작가지원 등 미술계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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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규, Warrior, Believer, Lover, 2011

본 이미지는 akive.org에서 발췌

한국 현대미술을 담는 전문포털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말 그대로 ‘내 손안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에 비해 예술작품을 접하는 방법은 실제 미술관을 찾아 가거나, 어려운 미술 전문 잡지를 찾아보는 일 외에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감상하기에 미술관의 벽은 아직 높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akive는 한국현대미술을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맞게 전달하는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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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ve는 한국현대미술 대표작가 300여 명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있는 300여 명의 작가들은 20여 명의 현장 기획자들 및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등 한국을 대
표하는 10여 곳의 전시공간 추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kive는 전국 전시공간 소개, 전시회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시공간의 기본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글맵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각 공간의 전시회 정보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akive는 국/영문 사이트를 동시 운영합니다.
해외의 미술 관계자도 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영문화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현대미술을 전 세계에 알려 한
국미술의 세계화에 보탬이 되고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akive는 선도적인 온라인 전문 미술 채널입니다.
많은 이에게 전시를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웹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akive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 보다 간편하게 작품 이미지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 300여 명의 전시를 언제 어디에서든 감상하고, 관련 참고문헌도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세밀한 디테일도 잡아내는 고해상도 뷰어가 있어 전시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온라인에서도 같은 감동
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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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ve 메인페이지

디지털 전시

고해상도 뷰어

소셜 네트워크
많은 이에게 전시를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웹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akive는 많은 이들의 참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갤러리, 큐레이터 그리고 현장 기획자들이 추천한 최고의 300여 명의 아티스트들.
아카이브는 그들의 열정과 함께 합니다.

강서경, 강석호, 강익중, 강형구, 강홍구, 경성현, 고낙범,
고승욱, 공성훈, 공시네, 곽선경, 구동희, 구민자, 구정아,
권경환, 권기범, 권기수, 권순관, 권오상, 권용주, 김건주,
김기라, 김기철, 김나영, 김도균, 김동연, 김동유, 김민애,
김범, 김병호, 김병훈, 김보민, 김상균, 김상길, 김상돈,
김성남, 김성수, 김성환, 김소라, 김소연, 김수자, 김승영,
김신일, 김신혜, 김아타, 김영섭, 김영은, 김월식, 김윤호,
김은진, 김인배, 김인숙, 김정선, 김종구, 김주현, 김지민,
김지원, 김창겸, 김학량, 김한나, 김현수, 김혜나, 김홍석,
김홍주, 김희선, 나현, 남경민, 남화연, 노상균, 노순택,
노재운, 노충현, 니키리, 도윤희, 로와정, 류현경, 류호열,
마이클주, 문경원, 문범, 문성식, 뮌, 민병헌, 민정기, 박
기원, 박상희, 박선기, 박세진, 박소영, 박영길, 박용식,
박윤영, 박이소, 박주연, 박주욱, 박준범, 박지은, 박지혜,
박진아, 박찬경, 박형근, 방명주, 배병우, 배영환, 배종헌,
배준성, 백승우, 백정기, 서도호, 서상익, 서윤희, 서지형,
서혜영, 성낙희, 손동현, 손정은, 손진아, 송명진, 송민규,
송상희, 송은영, 신미경, 신영미, 써니킴, 안경수, 안규철,
안두진, 안정주, 양아치 , 양진우, 양혜규, 엄정순, 예기,
오상택, 오용석, 오은희, 오재우, 오형근, 옥정호, 원성원,
유근택, 유비호, 유승호, 유영운, 유영호, 육태진, 윤석남,
윤위동, 이강원, 이경미, 이광호, 이기봉, 이동기, 이동욱,
이득영, 이명진, 이명호, 이문주, 이배경, 이병호, 이불,
이상선, 이상원, 이상준, 이선경, 이세경, 이소정, 이수경,
이승애, 이연미, 이용덕, 이용백, 이윤미, 이은실, 이이온,
이재훈, 이정민, 이정아, 이제, 이주요, 이중근, 이지현,
이진용, 이진준, 이창원, 이한수, 이해민선, 이형구, 이혜
림, 이호진, 이환권, 임민욱, 임상빈, 임선이, 임승천, 임
태규, 장민승, 장승택, 장영혜중공업, 장우석, 장지아, 잭
슨홍, 전준호, 정보영, 정상현, 정서영, 정소영, 정연두,
정은영, 정재철, 정재호 , 정현, 정희승, 제여란, 조습, 조
은지, 지니서, 진기종, 진시우, 차영석, 차혜림, 최기창,
최소영, 최수앙, 최영걸, 최우람, 최원준, 최정화, 하용주,
한계륜, 한기창, 한성필, 한진수, 함양아, 함연주, 함진,
허윤희, 홍경택, 홍수연, 홍순명

강성은(신세계갤러리 수석 큐레이터),
강여울(독립 기획자),
고원석(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김미진(세오갤러리 디렉터, 홍익대 미술대학원 교수),
김성원(아뜰리에 에르메스 아티스틱 디렉터),
김승권(카이스갤러리 디렉터),
김정연(아트+라운지 디방 디렉터),
김지연(학고재갤러리 디렉터),
김희진(아트스페이스 풀 대표, 디렉터),
류한승(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박순영(난지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매니저),
서진석(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손유정(갤러리현대 실장),
신보슬(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신승오(갤러리선컨템포러리 큐레이터),
신현진(독립 큐레이터),
양지윤(독립 큐레이터),
오세원(문화역서울284 학예실장),
윤옥영(서울옥션 국제부 부장),
이대범(미술평론가, 독립 큐레이터),
조주현(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김노암(상상마당 전시감독, 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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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아트스페이스풀, 원앤제이갤러리,
카이스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학고재갤러리,
갤러리현대, 갤러리2, 두산갤러리,
아틀리에 에르메스, 월간미술, 아트인컬쳐, 공간,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East-bridge.net,
Asia Art Archive

2013

Akive.org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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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및 기획자

Korean Contemporary Arts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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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ve.org
㈜ 리플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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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kive.org
blog.naver.com/akive1
www.facebook.com/akive1
www.facebook.com/akive2

20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8 EWR빌딩 13층
T. 02-508-7917 F. 02-508-7939 E. akive@reflex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