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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청년작가 발굴과 지원 육성을 위한

         「제6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개최 요강

1차 예선 출품원서 접수기간  2021년 9월 1일(수) - 9월 12일(일) 24시 마감 

공모부문  자유창작, 재료자유 – 평면부문 (한국화, 서양화, 판화, 일러스트) 입체부문 (조각, 공예)

공모주제  자유주제 

전시기간  2021년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전시장소  한전아트센터갤러리 2F 기획전시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길 60 (02. 2105-8192)

출품자격  19세 – 49세 이하 내·외국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출 품 료   1점 30,000원 / 2점 50,000원 (1인 2점 이내)  

          입금 마감 : 2021년 9월 12일(일) 24시까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3-056261 서초미술협회

          ▪입금자명은〔부문+출품자명+휴대폰번호 마지막 4자리〕기입 (예) 평면홍길동1234  
           ▪입금자 성명이 다를 경우 입금 후 즉시 전화 확인 바람(출품료 미납 시는 심사에서 제외)

           ▪출품자명 확인이 불가하여 심사에서 누락될 경우,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작품 규격  ① 평면 : 50호 – 100호 (액자 한쪽 폭 10cm이내, 변형 시 162.2cm×91cm 이내, 유리 금지) 

           ② 입체 : 150×150×180cm 이내 (작품 제출 시 좌대와 함께 접수)

            ▪출품작품이 규격에 맞지 않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작품은 실내 전시가 가능한 것에 한하며, 이동 및 전시 시 파손 위험이 없어야 함

            ▪일러스트 작품은 2차 본선 접수 시 필히 액자 및 판넬을 사용하여 접수할 것 (우드락 접수 불가)

                   

접수 방법  ① 출품원서 다운로드 : www.webhard.co.kr  / ID : seochoart , PW : 2021

                     ▪폴더명 - 「제6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출품원서」  

           ② 공모 작품 접수    : www.webhard.co.kr  / ID : seochoart , PW : 2021

                     ▪폴더명 - 「제6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원서접수」 

           ➂ 접수방법 : 

              평면 및 입체부문 선택 → 출품자 폴더생성(개인 Password 설정) → 공모자료 업로드  

            ▪1차 출품원서 (한글파일.hwp로 작성)  파일명: (예) 평면-홍길동 출품서

            ▪인물사진 (jpg, 5MB이내)  파일명: (예) 평면-홍길동 인물(최종심사 발표 후 도록제작 시 사용함) 

            ▪작품사진 (jpg, 10MB이내)  파일명: (예) 평면-홍길동 작품명 규격(가로×세로cm) 재료 제작년도

            ▪두 점 출품 시 동일한 명제는 불가, 동일명제일 경우 작품명1, 작품명2로 구분요망

            ▪단, 입체부문은 작품사진 총 5장 (1정면, 2좌측면, 3우측면, 4후면, 5자유위치) 필히 접수

            ▪2차 본선 진출한 작품은 도록제작으로 화질과 좌/우, 상/하 방향에 주의하여 업로드 

            ▪심사방법은 1차 예선은 사진심사, 2차 본선은 실물작품 심사로 진행함

            ▪작품접수 시 공모요강에 기재된 접수방법 및 출품 시 유의사항을 숙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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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① 1차 예선 심사 : 2021년 9월 16일(목) 사진 심사로 진행

          ② 2차 본선 심사 : 2021년 10월 22일(금) 1차에서 통과한 실물작품으로 진행

2차 본선 실물작품 접수  ① 작품반입 : 2021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 오후 1시 

                          ▪ 접수서류 : 2차 출품원서  

                          ▪ 1차 예선을 통과한 동일한 실물작품으로 접수        

                        ② 접수장소 : 한전아트센터갤러리 2F 기획전시실 

시상 내역   대    상 1명 : 상장 및 상금 (1,000만원)(상금은 작품 매입비가 아닌 순수 상금 임)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상 2명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특선·입선 약간 명 : 상장           

             ▪시상내역 및 입상 작품수는 출품수와 심사결과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

심사결과 발표  ① 1차 예선 심사발표 : 2021년  9월 18일(토) 오후 2시 

              ② 2차 본선 심사발표 : 2021년 10월 23일(토) 오후 2시

                ▪서초미술협회 카페 http://cafe.daum.net/seochoart 및 개별 통보(문자)

시 상 식  2021년 10월 31일(일) 오후 2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단계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간소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상자 특전  ➀ 공모전 수상자 중 서초구 관내 협찬갤러리의 선정으로 개인전 및 기획전 초대             

                 ▪협찬갤러리 : 아트스페이스 호서 

             ➁ 공모전 수상점수가 10점 이상인 작가는 서초미술협회 입회자격 부여

                 ▪대상 10점, 최우수상 10점, 우수상 7점, 특선 5점, 입선 2점

작품반출  2021년 10월 31일(일) 오후 3시 - 5시 

         ▪반출기간 안에 미반출 작품의 분실 및 파손, 오손과 훼손 등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는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출품서 주소지로 일괄 반출 처리(착불)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반출시간 엄수)  

출품 시 유의사항

      ▪작품접수 시 공모요강에 기재된 접수방법 및 출품 시 유의사항을 숙지 바람

      ▪국내·외 공모전에 출품한 입선 이상의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CD, 슬라이드는 제출 불가함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상할 경우 취소함

      ▪2차 본선 실물작품은 1차 예선 때 제출한 작품사진과 동일해야 함(위배 시 심사에서 제외됨)

      ▪무통장 입금 및 계좌 이체는 본인 이름으로 입금(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는 전화 확인 요망)

      ▪전시 중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작품은 보호 틀을 제작하여 제출 바람

          (예) 공예, 입체작품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작품

      ▪일러스트 작품은 2차 본선 접수 시 필히 액자 및 판넬을 사용하여 접수할 것(우드락 접수 불가)

      ▪작품접수 및 심사, 전시, 반출 등 진행 전 과정에서 발생한 작품의 분실, 파손 및 오손과 훼손 등에 

        대하여 주최 측에서는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공모전 출품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작품은 반입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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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품작 이미지는 도록제작 또는 홍보에 사용할 수 있음

      ▪접수된 사진자료나 출품료는 반환하지 않음

      ▪1차 원서접수와 출품료를 입금함으로써 공모전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2차 원서접수 시 공모전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 서명 할 것 

      ▪출품자의 본인 서명으로 공모전 규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수상점수가 10점 이상인 작가는 출품을 제한 함

      

        ※ 그밖에 구체적인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은 전화 또는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단계 따라 전시 진행이 부분적으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문 의 처  서초미술협회 사무국 : 02) 537-3850 

          서초미술협회 : https://cafe.daum.net/seochoart/dZvB/31

                  

              주  최 : 서초미술협회     

              주  관 :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운영위원회  

              후  원 : 서초구청 한국미술협회 서초문화원 서초문화재단

              협  찬 : 아트스페이스 HOSEO      

 ㅡ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운영위원회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