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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IDAK 정기회원전・국제포스터디자인전

영국 x 폴란드 x 국제전
비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입춘이 지나고 이른 봄소식을 기다리며 설레봅니다.
13대 비닥을 출범하며 공언한 바와 같이 2019년 비닥 정기회원전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폭넓은 해외 교류와 디자인 스튜디오, 젊은 디자이너 참여를 늘리고자 12월 개최하던 정기회원전을 앞당겨 명실상부한 국제포스터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비닥 정기회원전은 취지에 걸맞게 산업 현장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및 우수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되며,
영국과 폴란드 디자인 기관과의 협업 및 교류 전시를 통해 해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우수 디자이너 및 디자인 기업과 디자인 관련
교수님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2019년 비닥 정기회원전・국제포스터디자인전, 영폴전(영국 폴란드 국제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 주시면 됩니다.
비닥 25년 그래픽 역사와 국내 그래픽디자인의 우수한 역량을 해외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이 인 기 배상

※ 본 전시는 비닥 정회원에 한하여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참가는 정회원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무국 Tel. 0502-785-4000 E-mail. vidak77@hanmail.net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주제

본인이 선정한 자신의 대표작

2. 전시개요 영국 디자인 포스터전
일시 | 2019. 4. 2 - 14
장소 | University of Westminster(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대학 갤러리)
폴란드 디자인 포스터전
일시 | 2019. 4. 5 - 20
장소 | Zamek Cieszyn(폴란드 씨에지안 미술관)

3. 출품자격 및 심사
•국내작가 (VIDAK 정회원) 100명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스튜디오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참가작 중 전시별 10작품 우수작 선정(총 20작품) 상장수여

4. 전시부문 •평면: A1(841*594mm) / 2점 이내
•웹하드 파일 제출(스튜디오명 또는 작가명)
※ 입체: 출판물, 패키지 등 실물 제출, 영상 등 / 입체작품은 사무국 문의후 제출

계속_ 05 page

5. 접수방법 및 기간
•제출마감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24:00(웹하드 마감)
•본 전시는 전시물을 해외배송함으로 마감일 엄수바랍니다.
•접수방법: www.webhard.co.kr → ID: vidak77, PW: vidak77 → 올리기전용 폴더
→ 2019 VIDAK 정기회원전 → 작가 / 스튜디오 이름으로 폴더 생성 후 업로드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에 이름을 꼭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출품접수는 반드시 웹하드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6. 출품데이터•제출항목: 참가신청서, 작품용(파일명: 작가명_작품.jpg), 도록용(파일명: 작가명_
도록.jpg) 총3개 파일
•참가신청서: 참가선택 사항 기재
•작품 데이터: A1(841*594mm), 해상도300dpi.jpg
•도록용 데이터: A4(210mm×297mm), 해상도300dpi.jpg
※ 포스터 데이터 재단선 표시필수
※ 작품데이터 규격과 파일형식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7. 참가비

•영국, 폴란드 디자인 포스터전 1 작품 제출
개인 150,000원(2019 연회비 미납자에 한하여 10만원 추가입금 / 평생회원 제외)
기업 1,000,000원
•영국, 폴란드 디자인 포스터전 2 작품 제출
개인 200,000원(2019 연회비 미납자에 한하여 10만원 추가입금 / 평생회원 제외)
•입금계좌: 하나은행 477-910008-15604 예금주: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입금자명: 작가명 / 스튜디오명 형식으로 표기
•납부기간: 2019년 2월 28일 까지
※ 도록제작: 2019년 4월 e-catalog 발간 예정(참가자에 한하여 이메일 송부)
※ 출품증명: 참가 전시한 각 해외기관(웨스터민스터 대학 / 씨에지안 미술관)명의 PDF파일로 발송
※ 우수 선정작은 개별통보 및 상장수여

8. 문의처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무국
Tel. 0502-785-4000
E-mail. vidak77@hanmail.net
www.vidak.or.kr
Webhard. www.webhard.co.kr(ID:vidak77, PW: vidak77)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이 인 기
2019년 03월 01일 금요일

www.vidak.or.kr
T 0502-785-4000
E vidak77@hanmail.net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무국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213-1호
Unit 213-1 Koreadesigncenter 322, Yanghyeon-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Webhard. www.webhard.co.kr( ID:vidak77, PW: vida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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