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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megi Lab.8 – 예술 대회
Lab.8 예술 대회는 모든 분야의 예술가에게 열린 대회입니다. 이 예술 대회에 허용되는 작
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림, 페인팅, 조소, 사진, 그래픽, 믹스 미디어 그리고 영상. 우승
해서 현금 상품을 타고, 2017년 9월/10월 로마에서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예술가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훌륭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참가가 가능합
니다.

수상

- 최후의 12인의 집단 전시회

- Malamegi의 새로운 컬렉션

- 현금 상품

- 모노그래픽 아트북

마감일 : 2017년 6월 28일
대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www.lab.malamegi.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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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전시회 : Loft Gallery | Spazio matEr | ROMA
Malamegi Lab.8 대회 최후의 12인의 전시회는 로마에 있는 LOFT GALLERY | Mater 
space에서 2017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호스트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The Loft Gallery Space Mater - born from the experience of its founders who for over 
ten years working in the field of art and communication - open to the public in 2015 
in one of the most charming places of the capital, a few steps from the Colosseum, 
in the historical Rione Monti. A space totally dedicated to art and contemporary cul-
ture, in a new formula of “Art House”. A loft in full New York style, with corner bistro, 
intimate and multisensory, is a cultural salon leaning to an international role. The exhi-
bition space features large barrel vaults in stone - according to typical Capitoline buil-
dings of the Twenties - and spreads over two floors with three large windows on the 
street, overlooking the historic Piazza Iside.
The key objective of Loft Gallery is the widest possible opening to the contemporary, 
inflected in every way: painting, sculpture, design, photography, digital art.“

LOFT GALLERY | Spazio matEr
via Ludovico Muratori 11 | Rome, Italy
www.ma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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