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도해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신안 임자도에서 튤립의 정취를 가슴으로 담아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문화예술의 토양을 조성하고 예술의 혼을 그림으로 승화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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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부문 개최요강 

1) 참가대상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신안 출신 학생 및 여행참가자)

2) 참가부분 :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표현과 발상), 만화

3) 행사일시 :  2017. 4. 8. (토) 오전10시 *우천시도 실시함 
4) 행사장소 : 신안군임자면 튤립축제장 

 참가신청 

1) 참가신청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inanarts 
        (신안미술협회)에서 참가신청 

        ※ 단체접수는 우편으로 가능함. 

2) 참 가 비 :  무 료

 입상작 발표 및 심사 

1) 신안미술협회 다음 카페 게시판 
  2017. 4. 10. (월) 발표예정
2) 심사위원 :  신안미술협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입상작 전시회 및 시상내역 

1) 작품전시 :  2017. 10. 23. (금) - 10. 27. (화) 
       목포 종합 예술갤러리 (여객선 터미널 4층)
2) 시상내역 
대상 전남도지사상 1명 상금20만원상당
금상 신안군수상 4명 상금10만원상당
은상 신안교육장상 4명 상금5만원상당
동상 신안군의회의장상 4명 상금3만원상당
특별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4명 상장 및 상품

     한국수채화협회이사장상 4명 상장 및 상품

     미술 세계 대표상 1명 상장 및 상품

     알파상, 신한화구상, 헤렌트상 각4명 상장 및 상품

특선 신안미술협회장상 약간명 상품(1만원상당) 
입선 신안미술협회장상 약간명 상품(5천원상당)
3) 입상작 수는 출품작 수와 수준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시상은 상장 및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상금 및 부상으로 

 한다.

4) 입상작은 본 회에 귀속됨.

 출품작품의 규격 및 주제 

1) 한 국 화
 작품규격 : 8절지 (유치부, 초·중·고등부 동일) 
2) 크레파스화, 수채화 
 작품규격 :  8절지 (유치부, 초·중·고등부 동일) 
 작품용지 : 개인에게 1매씩 배부한다.
3) 서 예
 작품소재 : 자유

 작품규격 : 4절지 (유치부, 초·중·고등부 동일) 
 작품용지 : 개인에게 2매씩 배부하여 그 중 잘된 작품
         1점 제출.
4) 디자인 (표현과 발상 및 사고의 전환)
 작품소재 : 당일부여

 작품규격 : 8절지 (유치부, 초·중·고등부 동일) 
 작품용지 : 개인에게 1매씩 배부한다.
5) 만화는 유치부·초·중·고등부 모두 
  작품주제 및 용지 : 주제는 자유이며 5절지 8컷 이내
6) 작품제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작품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미술협회에 문의 바람
  010-5615-3405 (회장 김광숙), 
    010-5675-9669 (사무국장 천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