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미지아니 시계 회사가 협찬한 엘리제 상 공모
2016 년 1 월 제 2 회 발기
엘리제 사진 박물관에서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들이 직업적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제 박물관과 파르미지아니는 늘 새로운 작품들의 창작과 실현을 고무하기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 결실로 이번 제 2 회 엘리제 상을 발기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상 목적
엘리제 상은 사진 분야의 작품을 지원하는 상입니다. 엘리제 사진박물관 (스위스 로잔)과 파르미지아니
시계회사와의 파트너쉽 결과로 탄생한 엘리제 상은 사진과 도서에 열정을 보이는 작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박물관이나 기타 기관들에서 전시를 할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직업적 행보에 결정적인 한발을 내딛을수
있도록 해줍니다.
응모 자격?
엘리제 상은 전세계의 사진작가나 중견 예술가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응모자는 사진, 현대미술, 영화, 패션, 신문,
출판 등 각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야합니다. 사진 기술 및 모든 장르를 환영합니다. 이 상은 어떤
특정한 테마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시상 내역
엘리제 박물관이 응모자들의 서류심사를 통해 일단 8 명의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후보자는 각자 스위스 프랑으로
5000 프랑씩을 받는데, 이는 8 명의 이름으로 출판된 도서속에 각자 새로운 창작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대한
댓가입니다. 이어 6 개월 후 한명의 국제 심사위원이 수상자를 뽑는데 이때 수상자는 팔만 프랑을 받고 자신의
고유한 창작 프로젝트를 고안해내서 이를 책으로 펴냅니다. 8 명의 후보자와 수상자는 시상기간 2 년 내내 (20162018 년)박물관의 모든 조언을 받을수 있는가 하면 또한 상당한 가시성 효과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8 명
후보자의 작품과 수상자의 작품은 산도즈 가족재단이 소유한 인쇄소들 중의 하나에서 인쇄, 출판됩니다.
응모 요령
응모자 서류제출은 2016 년 1 월 4 일부터 2 월 26 일까지입니다. 요령 절차와 이 상의 전체 규칙은 다음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면 영어본과 불어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www.prixelysee.ch
주의할 점: 응모자 서류는 반드시 영어나 불어로 작성해야합니다.
일정 달력
2016 년 1 월 4 일 : 응모자 서류접수 시작
2016 년 2 월 26 일 : 응모자 서류접수 종료
2016 년 6 월 말 : 선정된 8 명의 후보자 발표와 “이마주의 밤 (www.nuitdesimages.org)” 행사와 더불어 마르텡 콜라르
(2014 년 – 2016 년 엘리제 상 수상자)의 프로젝트 소개
2017 년 1 월 : 8 명 후보자들의 작품을 엘리제 사진 박물관에 소개함과 동시에 파르미지아니와 협력하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고급시계 박람회에 소개.
2017 년 6 월 말 : “이마주의 밤” 행사시 엘리제 상 수상자 발표.
2018 년 6 월 말 : “이마주의 밤” 행사시 2016 년-2018 년 수상자 프로젝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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