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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KWVD 2019년 해외초대전,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자 확인과 작품출품안내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 여러분!
두 건의 전시회 참가 희망자를 조사하여 각각의 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 합니다. 「KWVD 2019년 해외초대전」 베트남 다낭에 함께 가실 회원님은 5월 24일(금)까지 마감
하오니 늦지 않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최종인원 확정 후 해외초대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휴머니티 국제포스터초대전」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주관
으로 가입단체별 출품하여야 하기에 5월 24일(금)까지 참가희망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초대전에 출품한 회원님들께는

「2019 광주비엔날레 휴머니티 국제포스터초대전」에

우선적으로 참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협회 사무국에서는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외초대전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 중 ○명에게 개인전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1. 해외초대전 참가인원 확정 : 5월 24일(금)까지 마감
1) 일정 : 2019년 7월 3일(수) ~ 7월 7일(일) 3박 5일
2) 주제 : 한국과 베트남의 아름다움
2) 여행일정 : 다낭시 전시오픈-유네스코 문화유산 호이안 예술거리 중심바나힐 테마파크 + 특급호텔 + 마사지 포함 등
3) 1인 경비 : 60만원 예상
※ 베트남 다낭에 함께 가실 회원님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예: 회원명/ 다낭 참가)

2.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휴머니티 국제포스터초대전」 : 5월 24일(금)까지 신청마감
1) 주제: 휴머니티(HUMAN + COMMUNITY)
2) 국내외 작품선정은 휴머니티 국제포스터 초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선별함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참가 희망자는 문자 부탁드립니다.

(예: 회원명/ 광주비엔날레 전시참가)
사무국

: 010-7411-7085

사무총장 김현정 : 010-3743-0617
전시이사 김진경 : 010-5800-1113

3. 국내 회원 작품출품 규정
- 작품 제출 마감 : 6월 15일(금) 24:00 까지 웹하드 업로드
- 작품출품 방법
: 웹하드 접속(www.webhard.co.kr)→ ID: kwvd1983, PW:hera2013→ 올리기 전용→
2019 해외초대전 폴더→ 본인 이름 폴더 생성→ 데이터(작품&프로필 인물사진&출품신청서)
- 전시용 작품사이즈 : A1(가로594×세로840)사이즈(해상도 200dpi, Photoshop jpg 파일, CMYK Mode)
- 도록용 작품사이즈 : A4(가로210×세로297)사이즈(해상도 300dpi, Photoshop jpg 파일, CMYK Mode)
- 작가 인물사진 : 가로 50mm×세로 60mm (해상도 300dpi, Photoshop jpg 파일, CMYK Mode)
- 제출 파일명 예)홍길동 출품신청서.hwp/ 홍길동 출력용.jpg/홍길동 도록용.jpg/ 홍길동 사진.jpg
- 작품 출품료 : 10만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36791-0001-69204/ 예금주 :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
※비회원 출품자는 회비 15만원(회원님들의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4. 협찬 및 광고게제 관련
협찬 및 광고게제를 도와주신 회원님께는 출품비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품 출품은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참여가능하며, 연회비 납부 회원분들
중 출품료를 미납할 경우 도록에서 작품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재무이사 : 최진경 (010-5142-5572)

※ 작품 출품관련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010-7411-7085)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 ; 김현정 (010-3743-0617)
전시이사 ; 김진경 (010-5800-1113)

붙임1. 출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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