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상 내 용

참 가 부 문

지 원 자 격
응 시 자  : 전국  유치부·초·중·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인정 가능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재수생

참 가 신 청  
접수기간 : 2022년  6월 15일(수) ~ 7월 15일(금) 오후 5시 까지 
접수방법 : 유치부·초·중·고등부 인터넷 접수  
                  7월 15일(금) 온라인접수, 7월 15일 소인분 까지 접수함.

  - 엠굿[미대입시] 홈페이지 www.mgood.co.kr 온라인 신청 후, 작품 우편접수"
  - 미술작품접수 : 엠굿[미대입시]접수증 발급하여 접수증을 그림 뒷면에 부착한후 우편접수)

참가비 : 없음. (인터넷 접수비 : 중·고등부 5,000원 별도  /  유치부·초등부 없음)

입상자 발표 : 2022년 7월 29일(금)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unpoart

                   엠굿[미대입시] 홈페이지 www.mgood.co.kr 

접수처 및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제6회 전국수리디자인미술공모전』담당자 

주소 : (1582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2F 군포예총) 

전화 : 070 8260 2556  /  FAX (031)392-3773 

단체접수 및 온라인 접수문의 : 엠굿 월간 미대입시 Tel : 02-3272-0114

구분 부문 규격 주제

중등부
고등부

사고의 전환 4 절 음식/메타버스 표현(접수 페이지에서 사진제공)
좌측 연필묘사 우측 제시물을 보고 표현

발상과 표현 4 절 신발과 함께 요즘의 트랜드를 표현

4칸만화 4 절 10년후 우리(나)에게 일어날수 있는일

상황과 표현 4 절 불의를 보았을때 대처상황

기초디자인 / 조형 디 4절
조 3절

의자와 풍선 2가지를 활용하여 화면 구성.
복수표현가능

수채화.소묘.한국화- 정물
수,소 4절 
한국화  반절

냄비1,사과1,콜라캔1,두루마리노끈1,
사각휴지1,양파1,흰천 

수채화.소묘.한국화- 풍경 자유 풍경

수채화. 소묘.한국화-인체 수,소 3절 
한국화  반절

접수 페이지에서 사진제공

서예 / 문인화 변형가능 접수 페이지에서 문서제공

유치부
초등부

풍경, 상상화 5 절 자유화

서예 / 문인화 변형가능 접수 페이지에서 문서제공

구분 수여기관 대상 인원 수상

대상 군포시장상 유·초·중·고 2명 상장 및 장학금 각 100만원 

특별상

경기도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유·초·중·고 4명 상장 및 상품

한세대학교총장상 고등부 1명 상장 및 한세대학교 
입학시 장학금 지급

최우수상

군포시장상

중·고등부 6명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우수상 유·초·중·고 20명 상장 및 장학금 5만원

특선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군포예총회장상 유·초·중·고 40명 이내 상장 및 2만원 상품

장려상 군포미술협회 유·초·중·고 60명 이내 상장 및 1만원 상품

2022년 6월 15일(수)
    ~ 7월 15일(금) 

유,초등부 
접수페이지
엠굿[미대입시] 
www.mgood.co.kr

중고등부 
접수페이지
엠굿[미대입시] 
www.mgood.co.kr

  ● 대상-장학금 200만원 / 특별상-한세대학교 입학시 장학금 지급 
  ●상위 우수상 이내 입상자 -

(한세대학교 디자인학부 예능우수자 수시전형 지원 자격 부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함께 순회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