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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인 사 말 씀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난 10여년,

진주시민의 창의력과 열정을 쏟아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영광을 누린 끝에 이제 글로벌 축제로 

큰 걸음을 내 딛게 되었습니다.

  호국충절의 일념을 담아 만고에 꺼지지 않는 유등을 밝혀온 역량이 축적돼 우리나라 등 문화의 

저변을 넓혀온 자부심을 갖고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가꾸어온 전통문화와 현대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이 시대의 등 문화를 널리 

선양하고자 하는 공모대전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4.  6.  20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조직위원장    최   용   호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진주시를 세계 축제 도시로 선정되게 한 쾌거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와같은 축제와 함께 대한민국 등 공예 발전을 위해 진주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전통공예협회 주관으로 전문 등공예 작품 공모전인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은 등을 기반에 둔 다양한 장르의 등 공예작가들에

게 한국 최초의 등 공예 공모대전으로서 신진 등 공예작가 발굴과 등 공예작가로서 국내외에 인증받을 

수 있는 등용문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공모대전을 통하여 새로운 다양한 공예분야에 등공예작가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함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4.  6.  20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운영위원장   허    필    호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이사장)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한민국 등(燈)공모대전
·행  사  명 :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 대한민국 등(燈)공모대전

·주최/주관 : 진주시 / (재) 진주문화예술재단·(사)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참가대상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국적과 관계없이 참가

 고등학교, 대학교 미술관련학과, 등공예작가 및 단체, 업체 

·출품부문 : 대한민국 전통등과 개성있고 새로운 양식의 창작등 작품

·출품규격 : 100×100×100cm 이상 ~ 150×150×150cm 이하
                 ※ 가로×세로×높이가 합(合)이 3m이상 4.5m이하, 좌대 별도
                  (단. 한면의 길이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규격이하의 등 작품은
  창작지원금과 출품료는 없으며, 입상은 가능함)

·참가신청 : 2014년 7월 21일(월) ~ 8월 20일(수) 
                  진주 : 진주남강유등축제 홈페이지(www.yudeung.com) 인터넷 접수 

 서울 : (사)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115호) 

          LG유플러스웹하드 ( ID. artfst 비번. 1234)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폴더 접수 
·문의전화 : 전화: 02)734 - 9451  H.P: 010-5254-9451

·출품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 9월 17일(수)

                ※ 서울·경기 지역 접수는 9월 16일(화) 당일 18시~21시까지

·출품장소 : 진주 : 유등 작업장 (진주시 천수교 아래 음악분수대 옆)

    서울 :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사무국 대일빌딩 뒤 주차장  

·전시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 10월 12일(일)

·전시장소 : 진주성 촉석루 옆

·작품심사 : - 심사위원 : 관계자 및 권위있는 전문가 심사 위촉

 - 심사결과 발표 : 2014년 9월 20일(토) 오후 6시
    진주남강유등축제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웹하드(ID. artfst 비번. 1234)
 - 시상식 :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시상

·시상내역 :

 

   ※  단, 입상작품(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진주문화예술재단에 귀속되며, 규격이하의 등 작품은 창작지원금   

과 출품료는 없고 입상은 가능함.

       작품 반출: 특선, 입선, 낙선작은 10월 13일(월) 10시~14시까지 전시장 현장 개별 반출 

   ※   창작지원비 (창작비, 재료비, 운송비) 지급은 출품시 개인 1인 2점 이내, 업체 혹은 단체는 5점 이내로 한 작품당             

       20 ~ 50만원을 작품 접수후 개별 지급함 (단, 셋트작품은 작품 접수후 작품수 결정)

   ※ 작품운송및 전시 중에 파손 부분은 본 협회나 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 별 인 원 비   고

대    상 1명 진주시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명 진주시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상 3명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장 려 상 10명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특    선 00명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장 상장

입    선 00명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장 상장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공예협회진주시
주최 주관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