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문화재단 공고 제2017 – 138호]

원주 옻 아트상품 공모전 개최 공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우수한 아트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주를 대표․상징하는 옻 아트상품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7. 11. 24.

(재)원주문화재단 이사장
r 공모명칭: 원주 옻 아트상품 공모전
r 공모대상: 상품화 가능한 옻 공예품
r 응모자격
∘ 기업: 원주소재 옻 공예품 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 개인: 공고일 기준으로 원주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r 출품수: 1인당 5점 이내 (세트상품일 경우 1점으로 간주)
r 공고기간: 2017. 11. 24.(금) ~ 2017. 12. 8.(금)
r 접수기간 및 방법
∘ 1차 이미지 접수: 2017. 12. 6.(수) ~ 2017. 12. 8.(금) 3일간
※ 우편 및 이메일접수만 가능

∘ 2차 실물 접수: 2017. 12. 21.(목), 11:00 ~ 16:00 1일간
→1차 이미지심사 통과작품만 해당, 개별통보
구분

제출 내용

제출 방법

∘작품사진(2MB이상 10MB이하 JPG파일) ∘이메일접수
-평면작품2장(Front,Detail 각1장)
-wcf2001@naver.com
1차
-입체작품3장(Top,Front,Side 각1장)
∘우편접수
이미지접수
∘응모신청서 1부
-원주시 서원대로 331 치악예술관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지하 (재)원주문화재단 사무국

2차
실물접수

∘완제품 1점
∘작품설명서 출력본 1부
※ 1차 이미지 접수 후 통과작품 제출자에 한하며,
이미지 접수 작품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낙선처리

r 최종발표: 2017. 12. 27.(수) [예정]
※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방문접수
-원주시 서원대로 331 치악예술관
지하 (재)원주문화재단 사무국

r 선정작품 혜택
∘ 상품화 제작지원 -제품 당 10만원 이내 판매희망가 기준으로 제작비용 지원
-최종선정 작품은 최대 2천만원 내 지원
-제작 완료된 아트상품은 원주문화재단에 귀속됨
∘ 작품전시 기회 제공 -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전시회 개최 시 작품출품 기회제공
(단, 출품작에는 출품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없음)
r 출품조건
∘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적정하여 상품성, 예술성을 겸비한 제품
∘ 제품 당 판매희망가 1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 제품, 포장, 설명서 등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제품
∘ 출품자에 관한 사항(이름 등)은 협의에 따름
∘ 선정 작품의 지적소유권, 판매권은 원주문화재단에 귀속되며, 동일한 제품으로
타 공모전 및 단체 등에 출품, 판매할 수 없음
r 응모제한
∘ 용도가 불분명하고 상품성이 떨어져 아트상품으로 제품화 어려운 제품
∘ 국내외 상품 출지, 모방작, 타 공모전 입상작, 지적재산권(이미지 등) 침해작품
∘ 유통기한이 짧아 부패 및 변질이 우려되는 제품
∘ 부피가 크고 무거워 보관․운반이 어려운 제품
∘ 미완성, 마무리 불량, 미풍양속 저해품
r 문의처
∘ 원주문화재단 사무국 정책기획팀(033-763-9114/033-760-9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