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전국공모 2021년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출품원서
출품부문

작품1

한국화, 서양화(판화, 드로잉),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문인화, 민화

성

출품자

주

명

한글

소

우편번호

접수번호

한문

공동
출품작의
경우

서

성별

생년월일

E-메일
순

작품2

※ 해당 부문에 ○ 표시

남·여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가. 대 표 자
나. 공동참여
다. 공동참여
작품규격

작품1

작품명제

(cm)

작품재료
작품규격

작품2

(cm)

작품재료
작품1

작품설명

작품2

-

주요경력
(5줄 이내)

-

본인은 2021년도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에 출품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고,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하락합니다.
아울러 반출기간 내에 본인의 작품을 반출하지 않을 시에는 작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최처가 임의 처분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출품인

(인)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대회장 귀하
출 품 료

원

인

(인)

출 품 표 1

출 품 표 2

반 출 증

(작품 1점 출품 시 기입)

(작품 2점 출품 시 기입)

(작품 반출 시 신분증과 함께 제시)

접수
번호
부문

확

접수
번호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문인화, 민화

부문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문인화, 민화

접수
번호

성명

성명

부문

명제

명제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작품 취급상의 주의사항

※작품 취급상의 주의사항

작품1

작품2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문인화, 민화

시상식 및 개막식
6. 11(금) 오후 2시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확
인

단위행사 : 공모전, 초대추천작가전, 지역순회전(제천시)
공모전 응모 부문 : - 1부 :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문인화, 민화 | - 2부 :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원서교부 : 충북미술협회 홈페이지(www.chbart.org) 및 웹하드 (ID : cbart18 / PW : cbart5788)에서 다운로드
출품자격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인 자
출 품 수 : 1인 2점 이내
출 품 료 : 1점 출품 시 6만원(대학생 3만원), 2점 출품 시 10만원(대학생 6만원)
※ 출품자 전원 도록 1부 증정(직접 수령) ※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출품료 납부 : 농협 351-1058-0214-63 (사)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 출품료는 반드시 출품자 명의(이름-부문)로 계좌입금 하여야 하며, 현장납부 및 우편납부 불가
작품접수 : 현장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웹하드 접수(디자인 부문만 해당)
작품규격, 접수 관련 안내 등
•1부

부문

서예

한문
캘리
그라피
문인화
민화

접수안내

작품규격

한글

① 70×140cm이상 ~ 200cm 이내
② 전각 : 50×100cm 이내
(印材규격: 한 변이 3cm 이상 5cm 이내)
① 70×100㎝ ② 70×140㎝
- 모필 사용, 글자 수 30자 이상
70×140cm 이내
가로 140cm 이내 (가리개 포함)
- 배접 상태의 작품 제출

- 5.20 (목) 10시 ~ 18시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 출품원서 및 작품 제출
- 서예부문은 작품 원문의 사본을 첨부하고 출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각작품은 음양각의 實印 출품 (陰刻, 陽刻의 印影과 傍刻 탁본을
규격 안에 함께 나타낸 작품)
- 국한문 혼용 작품은 한글, 한문 중 택일하여 제출
- 서예, 문인화는 무배접 상태의 화선지 작품 제출
- 2점 출품 시 명제 및 내용이 상이하여야 함.
입상작은 지정업체에서 일괄 표구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란 참고)

•2부

부문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작품규격
30호 이상 60호 이내
한 변의 길이가 2m 이내로 실내, 실외 전시
가능한 작품(필요 시 좌대 제출)
① 평면 : 130×200cm 이내
② 입체 : 100×120×150cm 내외
(필요 시 좌대 제출)

1차(작품사진) 안내
- 출품원서, 작품사진 제출
- 20.3×25.4cm 1매

- 출품원서, 작품사진 제출
- 20.3×25.4cm 3매
(전면, 반좌측면, 반우측면)

5. 28 (금)
10시 ~ 18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①이미지파일:A1사이즈(해상도150dpi이상 - 출품원서, 작품이미지 제출(지정 웹하드 접수)
/용량최대100MB이내,JPG,PDF파일)
* 출품분야 : 그래픽 분야(포스터, 캘린더, 포장디자인,
②동영상파일:HD사이즈 (1280×720픽셀
편집디자인, 패션디자인, C.I＆B.I, 일러스트레이션) /
이상/5분내외순수창작 동영상 mp4,avi,
산업 디자인 분야 / 영상 디자인 분야
wmv파일중택1)

2차(본 작품) 안내
6. 3 (목)
10시 ~ 18시
청주예술의전당
소1, 소2전시실
- 1차 접수 작품사진과
동일한 실제 작품
제출
- 디자인 부문은
A1 크기, 두께 5mm
폼보드 부착 제출

접수장소,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안내
•1부 접수 및 2부 1차(작품사진) 접수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2부 2차(본 작품) 접수 : 청주예술의전당 소1, 소2 전시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 우편접수 불가
•우편 접수처 : 우 28480)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2층) 충북미술협회 사무국
※ 1부 : 2021년 5월 20일(목)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2부 1차 : 2021년 5월 28일(금)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온라인 접수처 : 디자인 부문에 한함 / 웹하드(www.webhard.co.kr) ID : cbart18, 비번 : cbart5788
충북미술협회 웹하드 → 올리기 전용 → 충북미술대전 디자인 부문 폴더 → 개인폴더 생성 후 출품원서, 이미지 업로드
시상내역
•대상 : 부문별 각 1점 (창작지원비 각 300만원/상패, 상장)
•최우수상 : 부문별 각 2점 이내 (창작지원비 각 50만원/상패, 상장)
•우수상 : 부문별 각 3점 이내 (상패, 상장)
•특선 : 출품비율에 따름 (상장)
•입선 : 출품비율에 따름 (상장)
•초대작가상 : 1명(창작지원비 100만원/상패, 상장), 추천작가상 1명(창작지원비 50만원/상패, 상장)
※ 대상 작품은 충북미술협회에 귀속되고, 상금은 세액공제 후 지급되며, 시상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발표는 충북미술협회 홈페이지 공고
•1부(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 : 심사-5.22(토) / 발표-5.24(월) 14시 이후
•2부(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부문) : 1차 심사-5.29(토) / 발표-5.31(월) 14시 이후
•2부(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부문) : 2차 심사-6. 4(금) / 발표-6. 6(일) 14시 이후
시상식 및 개막식, 입상작 전시
•시상식 및 개막식 : 6.11(금) 오후 2시 (1, 2부로 진행) /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입상작 전시 : 6.11(금) ~ 6.16(수) / 청주예술의전당 대, 소1, 소2 전시실
※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은 6.22(화)까지 연장 전시

전국공모 2021년

제

46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공모전

2021. 06. 11 FRI - 06. 16 WED
청주예술의전당
전시실 전관
시상식 및 개막식

2021. 06. 11 FRI PM 2:00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1, 2부로 진행)

초대 · 추천작가전

2021. 06. 17 THU - 06. 22 TUE
개막식 : 06. 17 THU PM 3:00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제천 순회전

2021. 06. 25 FRI - 07. 2 FRI

초대, 추천작가전 및 지역순회전
•초대, 추천작가 전시 : 6.17(목) ~ 6.22(화) / 개막식 : 6.17(목) 오후 3시 /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지역 순회 전시 : 6.25(금) ~ 7. 2(금) /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 및 지역 입상작품 / 제천시민회관 전시실
※ 초대작가, 추천작가 신규대상자는 홈페이지 운영규정, 공지사항 등을 참고, 익년 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천시민회관

작품반출 안내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 낙선작 반출 : 5.26(수) 13시 ~ 17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2층 충북미술협회 사무국)
•입상 전시작품 반출
- 입선, 특선 입상작품 : 6.16(수) 13시 ~ 18시 (청주예술의전당 소1전시실)
-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 : 지역 순회전 종료 후 7. 5(월) 13시 ~ 18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 2부 1차 심사결과 발표 후 낙선작(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수채화, 디자인) 자료(사진, 작품파일)는 반환하지 않음.
※ 출품자는 도록, 상장 등을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지정 일시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파손, 도난,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2021

기타 유의사항
•출품작은 국내외 미 발표작에 한하며, 규격 외의 작품은 접수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회화작품 틀의 폭은 15cm 이내로 하여야 함.
•조각, 공예 부문 입체작품은 좌대 제출,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 상자(아크릴케이스)로 출품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의 입상 작품은 주최 측 지정업체에서 일괄 표구 제작. (미표구 시 낙선 처리, 개별 표구 불가)
- 서예, 문인화 부문 표구 : 출품자 부담(표구비/70cm×140cm 3만원, 70cm×200cm 5만원), 5.30(일)까지 표구비 완납
- 민화 부문 표구 : 출품자 부담, 지정업체와 개별협의 후 제작, 5.30(일)까지 표구비 완납
- 표구업체 및 표구관련 세부 사항은 접수 시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조
•공모요강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충북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주최 측의 해석에 따름.
•미술대전 개별 행사 진행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함.
- 문의 : 충북미술협회 홈페이지(www.chbart.org) 참조 및 충청북도미술대전 운영사무국 (043-221-5788)

Chungbuk
Fine Ar ts
Competition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대 회 장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주최 :
후원 :

장을봉
김준근

(사)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 주관 :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사)한국미술협회, 충북예총

(사)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전국공모 2021년 제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개최요강
단위행사
응모부문

공모전, 초대추천작가전, 지역순회전(제천시)
- 1부 : 서예(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문인화, 민화
- 2부 :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원서교부
출품자격
출 품 수
출 품 료

충북미술협회 홈페이지(www.chbart.org) 및 웹하드 (ID : cbart18 / PW : cbart5788)에서 다운로드
국적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인 자
1인 2점 이내
1점 출품 시 6만원(대학생 3만원), 2점 출품 시 10만원(대학생 6만원)
※ 출품자 전원 도록 1부 증정(직접 수령)
※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출품료 납부 : 농협 351-1058-0214-63 (사)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 출품료는 반드시 출품자 명의(이름-부문)로 계좌입금 하여야 하며, 현장납부 및 우편납부 불가

작품접수

현장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웹하드 접수(디자인 부문만 해당)

작품규격, 접수 관련 안내 등

•1부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
부문

작품규격

한글
서예

한문
캘리
그라피

문인화
민화

① 70×140cm이상 ~ 200cm 이내
② 전각 : 50×100cm 이내
(印材규격: 한 변이 3cm 이상 5cm 이내)
① 70×100㎝ ② 70×140㎝
- 모필 사용, 글자 수 30자 이상
70×140cm 이내
가로 140cm 이내 (가리개 포함)
- 배접 상태의 작품 제출

접수
- 5.20 (목) 10시 ~ 18시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 출품원서 및 작품 제출
- 서예부문은 작품 원문의 사본을 첨부하고 출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각작품은 음양각의 實印 출품 (陰刻, 陽刻의 印影과 傍刻 탁본을 규격 안에 함께
나타낸 작품)
- 국한문 혼용 작품은 한글, 한문 중 택일하여 제출
- 서예, 문인화는 무배접 상태의 화선지 작품 제출
- 2점 출품 시 명제 및 내용이 상이하여야 함.
입상작은 지정업체에서 일괄 표구하여야 함.(기타 유의사항란 참고)

•2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부문)
부문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작품규격
30호 이상 60호 이내

조각

한 변의 길이가 2m 이내로 실내, 실외 전시 가능한
작품(필요 시 좌대 제출)

공예

① 평면 : 130×200cm 이내
② 입체 : 100×120×150cm 내외
(필요 시 좌대 제출)

디자인

1차접수
- 출품원서, 작품사진 제출
- 20.3×25.4cm 1매

- 출품원서, 작품사진 제출
- 20.3×25.4cm 3매
(전면, 반좌측면, 반우측면)

2차 접수

5. 28 (금)
10시 ~ 18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① 이미지 파일 : A1 사이즈(해상도 150dpi 이상/
- 출품원서, 작품이미지 제출(지정 웹하드 접수)
용량 최대 100MB 이내, JPG, PDF 파일)
※ 출품분야 : 그래픽 분야(포스터, 캘린더, 포장디자인,
② 동영상 파일 : HD사이즈(1280×720픽셀 이상/
편집디자인, 패션디자인, C.I＆B.I, 일러스트레이션) /
5분 내외 순수창작 동영상 mp4, avi, wmv 파일 중
산업 디자인 분야 / 영상 디자인 분야
택 1)

6. 3 (목)
10시 ~ 18시
청주예술의전당
소1, 소2전시실
- 1차 접수 작품사진과
동일한 실제 작품
제출
- 디자인 부문은
A1 크기, 두께 5mm
폼보드 부착 제출

접수장소,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안내
•1부 접수 및 2부 1차(작품사진) 접수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2부 2차(본 작품) 접수 : 청주예술의전당 소1, 소2 전시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 우편접수 불가
•우편 접수처 : 우 28480)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2층) 충북미술협회 사무국
※ 1부 : 2021년 5월 20일(목)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 2부 1차 : 2021년 5월 28일(금) 18시 도착 분까지 인정
•온라인 접수처 : 디자인 부문에 한함 / 웹하드(www.webhard.co.kr) ID : cbart18, 비번 : cbart5788
충북미술협회 웹하드 → 올리기 전용 → 충북미술대전 디자인 부문 폴더 → 개인폴더 생성 후 출품원서, 이미지 업로드

시상내역
•대상 : 부문별 각 1점 (창작지원비 각 300만원/상패, 상장)
•최우수상 : 부문별 각 2점 이내 (창작지원비 각 50만원/상패, 상장)
•우수상 : 부문별 각 3점 이내 (상패, 상장)
•특선 : 출품비율에 따름 (상장)
•입선 : 출품비율에 따름 (상장)
•초대작가상 : 1명(창작지원비 100만원/상패, 상장), 추천작가상 1명(창작지원비 50만원/상패, 상장)
※ 대상 작품은 충북미술협회에 귀속되고, 상금은 세액공제 후 지급되며, 시상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발표는 충북미술협회 홈페이지 공고
•1부(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 : 심사-5.22(토) / 발표-5.24(월) 14시 이후
•2부(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부문) : 1차 심사-5.29(토) / 발표-5.31(월) 14시 이후
•2부(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인 부문) : 2차 심사-6. 4(금) / 발표-6. 6(일) 14시 이후
시상식 및 개막식, 입상작 전시
•시상식 및 개막식 : 6.11(금) 오후 2시 (1, 2부로 진행) /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입상작 전시 : 6.11(금) ~ 6.16(수) / 청주예술의전당 대, 소1, 소2 전시실
※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은 6.22(화)까지 연장 전시
초대, 추천작가전 및 지역순회전
•초대, 추천작가 전시 : 6.17(목) ~ 6.22(화) / 개막식 : 6.17(목) 오후 3시 /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지역 순회 전시 : 6.25(금) ~ 7. 2(금) /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 및 지역 입상작품 / 제천시민회관 전시실
※ 초대작가, 추천작가 신규대상자는 홈페이지 운영규정, 공지사항 등을 참고, 익년 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작품반출 안내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 낙선작 반출 : 5.26(수) 13시 ~ 17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2층 충북미술협회 사무국)
•입상 전시작품 반출
- 입선, 특선 입상작품 : 6.16(수) 13시 ~ 18시 (청주예술의전당 소1전시실)
-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 : 지역 순회전 종료 후 7. 5(월) 13시 ~ 18시 (충북문화예술인회관 1층 상상의 터)
※ 2부 1차 심사결과 발표 후 낙선작(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수채화, 디자인) 자료(사진, 작품파일)는 반환하지 않음.
※ 출품자는 도록, 상장 등을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지정 일시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파손, 도난,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출품작은 국내외 미 발표작에 한하며, 규격 외의 작품은 접수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회화작품 틀의 폭은 15cm 이내로 하여야 함.
•조각, 공예 부문 입체작품은 좌대 제출,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 상자(아크릴케이스)로 출품
•서예, 문인화, 민화 부문의 입상 작품은 주최 측 지정업체에서 일괄 표구 제작. (미표구 시 낙선 처리, 개별 표구 불가)
- 서예, 문인화 부문 표구 : 출품자 부담(표구비/70cm×140cm 3만원, 70cm×200cm 5만원), 5.30(일)까지 표구비 완납
- 민화 부문 표구 : 출품자 부담, 지정업체와 개별협의 후 제작, 5.30(일)까지 표구비 완납
- 표구업체 및 표구관련 세부 사항은 접수 시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조
•공모요강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충북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주최 측의 해석에 따름.
•미술대전 개별 행사 진행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함.
- 문의 : 충북미술협회 홈페이지(www.chbart.org) 참조 및 충청북도미술대전 운영사무국 (043-221-5788)
2021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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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

(사)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지회

후원 :

충청북도,

주관 : 제 46회 충청북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청주시,

(사)한국미술협회,

충북예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