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목우공모미술대전
공모요강
전시기간 – 2023.1.5.(목)~1.9(화)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02-2223-2533)
부문
평면 : 서양화(수채화, 파스텔화, 판화 포함), 한국화(문인화 포함)
입체 : 조각
규격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수채화, 파스텔화, 판화
50호 이상 100호 이내 (입상작은 액자(유리는 금지)를 해야 함)
입체 90×120×80cm 이내(좌대는 작가가 준비)
출품 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만 19세이상. (국내·외 미 발표작에 한함)
원서 교부
목우회 홈페이지 www.mokwoohoe.com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1차- 웹하드 또는 우편접수 : 작품사진, 원서
2022.10.25.(화)~10.27(목)오후6시마감 (우편접수시 마감 당일 소인 유효)
2차- 2022.12.20.(화) 10시~12시
작품반입 장소 –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02-736-6347)
* 실제 작품이 1차에 입선한 작품사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출품 방법
작품 컬러사진 8 × 10inch (A4)/ 작품 이미지 파일 1개
우편접수처 : 목우회 사무국
0619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20 진선빌딩 204호
웹하드 접수 : www.webhard.co.kr

ID : m1957 / PW : 1957

(올리기 전용 → 폴더명 : 2022 목우공모미술대전 → 전공부분 →
개인(출품자 이름) 폴더 생성 후 업로드)
※ 해상도 300dpi 이상, A4 size 이내
| 평면작품 이미지 : 1매 제출
| 입체작품 이미지 : 작품당 정면, 후면, 측면 총 3매 제출 |
작품사진 뒷면에 작가명, 명제, 크기(호수), 기법, 제작년도, 작품 상하 기재 .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출품료
출품료 : 1점 60,000원 / 2점 110,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358801-04-166471 사)목우회
※ 본인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출품료는 반환되지 않음.
심사 발표
1차 2022.10.31. - 입선 발표
2차 2022.12.24. 특선,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 및 목우회 홈페이지 공지
수상내역
대상 1명(상장 및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300만원)
이사장상 3명(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특선, 입선 약간명(상장)
※ 대상작은 주최 측에 귀속됨(매입상)
| 심사는 본 회 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본 미술대전에서 아래와 같이 경력을 가진 작가는
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수상 작가 / 특선 3회 이상 / 특선 2회, 입선 6회 이상
/ 특선 1회, 입선 9회 이상
작품 반출
2023.1.10.(화)오전11 ~ 오후1시
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02-2223-2533)
미 반출 시 운송업체에서 일괄 착불 반출
기타
| 입체 작품은 작품 손상 시 책임지지 아니함
| 반출 시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은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 사항은 본 협회 사무국 02-508-6510, HP 010-7940-6510
※ 장소 일시등 추후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