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한국파스텔화공모대전 운영위원장   

한국파스텔화협회에서는 한국미술계의 파스텔화 대중화와 
역량 있는 신진작가 발굴을 위하여 제31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한국 파스텔화 
공모대전 요강

2021년 제31회 

주 최       한국파스텔화협회         주 관  한국파스텔화공모대전 운영위원회      

협 찬       문교화학      문교교재   후 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   전시 기간    2021년 9월 8일(수)~9월 13일(월) <6일간-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   전시 장소    갤러리 라메르 (3층전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6. 홍익빌딩3층 T.02-730-5454 (부산지역 순회전시예정)

▒   출품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

▒   작품 내용    *파스텔화 작품이어야 하며 국내외 미발표작에 한함.

                       *건성 파스텔 (소프트/하드)를 주로 사용하되 오일파스텔, 연필파스텔, 콘테, 목탄 등 혼합재료 일부사용 가능함.

▒   작품 규격    30호(90.9cm×72.7cm) 이내 1인3점까지 출품가능.

▒   원서 교부    한국파스텔화협회 www.pastel.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일시   1차접수 -  2021년 8월 9일(월)~8월 20일(금) 24시까지 

▒   접수 방법     1차접수 -  이메일 접수: kpaa8787@gmail.com 주소에 작품사진과 출품원서를 첨부파일로 다음과 같이 접수  

                         1.작품사진: 작품사진(파일해상도 300dpi) 상하 맞추어 작품만 보이도록 트리밍하여 

                                                작품사진 파일에 작가명, 작품제목,크기 필수기재하여 제출.(예: 홍길동-향수-90.9x72.7)

                            2.출품원서: 한국파스텔화협회 www.pastel.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3.출 품 료: 1점 5만원/ 2점 8만원/ 3점 11만원 (출품인과 입금인 명이 동일해야 함)

                                          납부계좌 : 하나은행 901-910005-70605 (파스텔화협회 안진미)

                                  2차접수 -1차입상작에 한해 2차 접수. 지정 일시 장소에 액자해서 1차 사진과 동일한 실제 작품으로 접수.

                               ※입상후에라도 결격사유시에는 입상을 취소 할 수 있음. 

                               ※입선자는 본 협회 전시도록에 게재하여야 하므로 소정의 도록 인쇄비를 납부 하여야 함.

▒  심사 발표      1차발표- 2021년 8월 27일(금) 오전10시 한국파스텔화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www.pastel.or.kr

                    2차발표- 2021년 9월 9일(금) 오전10시 한국파스텔화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www.pastel.or.kr

                             ※심사는 본 공모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한다.

▒  수      상     대   상 1명-상장 및 상금300만원(매입상)

                   우수상 2명-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문교화학 회장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비매입)

                   특선 약간명-상장 및 부상

                   입선 약간명-상장 및 부상  

▒ 시  상  식     2021년 9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  작품 반출     2021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12시 

                  ※상기 기간내 미 반출시는 그림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 추천    본 공모전에서 다음과 같은 경력을 가진 자는 본 협회에서 회원으로 추천한다.

                  *대상수상자   *특선 이상 3회 수상자  *특선 1회 이상 포함 입선 7회 이상 수상자

▒  공모 문의    공모전담당 010-5043-7536. 010-8778-2249  E-mail: kpaa87@naver.com

                  (위 내용은 코로나상황 및 주최측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pastel.or.kr



제31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 출품원서 

접수번호 

 
①  ②  ③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세요   

 
 

 

출 

 

품 

 

인 

성 명 한 글 

 

영 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여 국 적 □한국  □외국: 

핸드폰  E-mail @ 

주  소 (우:      ) 

※파스텔 작품공모대전 수상경력만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예: 2019년도 제30회, 특선1점, 입선1점) 

1. 

2. 

3. 

4. 

5. 

6. 
 

파스텔화 공모전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해당되는 내용 모두 V표시 해주세요) 

□웹사이트    □페이스북    □광고     □지인소개 

기타(자세히 작성해주세요)  
 
 

출 

품 

작 

내 

역 

1.제목 크기            x         cm 

2.제목 크기            x         cm 

3.제목 크기            x         cm 
 

본인은 제31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에 출품함에 있어 한국 파스텔화 공모대전 규정을 준수하고 출품

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는 바이며 반출기간 내에 본인의 작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작품

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최자가 임의 처분함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출품인: 서명________________ 

 

담당자 확인 

 

 

제31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 운영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