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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청소년공간대전

학생공모전 2차 심사안내
2018년 국제청소년공간대전 학생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준 학생여러분과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2차 심사용 판넬 및 모형은 출품요강에 따라 제작하여 12월 11일(화)
10시에서 12시 까지 홍익대학교 홍문관 2층 현대미술관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전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은 12월 10일(월) 18시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기한을 어길 시 심사에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고, 온라인 자료 제출의 경우 업로드 후 파일이 열리는지 꼭 다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수) 12시에 본선 진출작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특선 이상인 팀은 꼭 2차 작품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본선 진출작 발표 후 우편 발송 예정입니다. 입선, 특선 이상 팀은 상장 수령을 희망하
는 주소를 문자(02-374-9241)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작품 접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2차 작품
※ 1차 심사에서 통과된 작품에 한함 (특선 이상 작품)
○ 전시물
- 자립형 구조로서 600 x 600 x 1800mm 범위 내에서 우측 그림을 기준
으로 제작
ⓐ 기본면 : 뒷면 활용 불가
ⓑ 추가면 : 기본면이 부족할 경우 기본면 좌측의 추가
1면을 활용할 수 있음
※ ⓐ+ⓑ 는 자립형 구조여야 함
ⓒ 모형 : 바닥면으로부터 600mm 이내의 높이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치할 것
- 모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표현방법 및 사용재료 : 제한 없음 (단, 조명 사용시 자가 발전 방식의 조명만
허용됨)
※ 단, 해외 참가자는 594mm(W) x 841mm(H) (A1) 그래픽 패널을
파일로 제출 / 패널 내용에 반드시 모형사진을 포함시킬 것 (3D 대체 불가)
○ 자료 제출 (웹하드 업로드) : 학회 웹하드 접속 (ID:kyouth PW:1223) -> 올리기전용폴더 -> 2018

International Student -> 분야 폴더 선택 -> 하단 양식대로 압축하여 업로드
구분

파일명

비고

ZIP파일

0000_00대학교_홍길동

접수번호네자리숫자_소속학교명_대표자명

↓ 압축파일에 들어갈 내용
1. 패널(좌)

0000_홍길동_01

2. 패널(우)

0000_홍길동_02

3. 응모자사진

응모자사진_0000_홍길동

4. 작품설명서

작품설명서_0000_홍길동

최종 패널, 작품집 게재용
A1사이즈 2장 / 300dpi jpg
응모자 전원이 함께 찍은 사진, 작품집 게재용
이미지 크기 100*100 / 300dpi jpg

‘기타’ 폴더 생성하여 아래의 파일 넣기
5. 1차 심사 시 제출한 패널 : A1 사이즈 한 장
6. 3D 모델링 이미지 : 300dpi jpg 파일 1컷 이상
7. 모형사진 : 3컷 이상
8. 도면파일 : 300dpi jpg 파일
○ 자료 제출 예시
폴더 → ZIP파일 업로드

하위폴더

기타폴더

○ 폐기처리비 : 30,000원 (작품접수 시 현금납부)(12월 18일(화) - 12월 24일(월) 작품 회수 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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