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회 가나가와
비엔날레 국제아동화전



  가나가와현에서는 그림을 통해 미래 세계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꿈과 창조력을 키우고 세계 각지의 

생활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폭 넓게 아동화를 모집하여 1981년부터 격년제로 

가나가와 비엔날레 국제아동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7회 전람회는2013년 7월에 세계92개국 １지역에서 약 2만4천 점에 이르는 작품의 참가를 

받아 개최하였으며, 계속해서 제18회 전람회를 2015년 6월하순~8월에 걸쳐 개최하므로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기다리겠습니다.

4세 
이상

캔버스는 
F8호 이내

접수하지 않는것
조각등 요철이 있는 조형작품

CG등의 디지털 사진

2인 이상의 공동작품

제18회 가나가와 비엔날레국제아동화전
모 집 요 강

응　모　자　격

만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어린이　(2014년 4월 1일 현재)

응모작품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수채, 유채, 크레용, 크레파스류, 판화, 콜라주 등
* 취급상 파손되기 쉬운 요철이 있는 조형 작품은 제외합니다.
또 재료로 곡물 등 벌레가 생기기 쉬운 것이나 썩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 작품은 
제외합니다.
4절지(54cmx38cm) 이내의 작품.
캔버스의 경우에는 F8호 이하의 작품으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인 1작품(※출품자 자신이 창작한 것으로, 콩쿠르 등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
합작이나 연작 등 공동 작품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액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화는 캔버스로만 제출하십시오.
* 액자에 들어 있는 작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그림 소재
2  그림 재료

3  크기

4  출품 작품

5  기타

15세 
이하

평면
작품

1인 
1작품

이내

자유
테마



2014년 7월 1일(화) 
~

2014년10월31일(금)

2015년 1월 하순에 심사를 실시하여, 입상자에게는 2015년 3월 말까지 단체응모인 경우에는 단체에게 개인응모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또 2015년 3월이후에 가나가와 비엔날레 아동화전 홈페이지에 입상자 명단을 
공표합니다.

http://www.earthplaza.jp/biennial/index.html

작품은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전자 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뒷면

작품은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응모작품 접수

2014년 7월 1일(화)~10월 31일(금)

원칙적으로 작품은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로는 응모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Secretariat, The 18th Kanagawa Biennial World Children’s Art Exhibition,

Japan Overseas Cooperative Association　c/o Kanagawa Plaza for Global Citi-

zenship  1-2-1 Kosugaya, Sakae-ku, Yokohama 247-0007　Japan

응모할 때는 출품표 및 접수표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출품표는 작품의 뒷면에 붙이고 접수표는 작품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출품표와 접수표가 부족한 경우에는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출품표의 작자명은 정자체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접수표는 개인 응모인 경우에는 1인당 1장, 단체 응모인 경우에는

1단체당 1장씩 제출해 주십시오.

1　접수기간

2　응모방법

　　송부처

3   기타

심사일 및 입상통지

표창식 및 전람회

1  표창식

2  전람회

표창일

장소

기간

장소

2015년6월하순[예정]

가나가와 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2층 플라자홀

2015년 6월하순~8월[예정]

가나가와 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3층 기획전시실

상

1　대상

2　특별상

3　입선

가나가와현 지사상 3작품(현내 아동 1작품, 외국 아동 2작품)

총무대신상(현내 아동 1작품), 외무대신상(외국 아동 1작품)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이사장상,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이사장상, 

공익재단 일본국제연합협회 회장상,

공익재단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상,

공익재단 일본YMCA동맹상,

공익재단 일본유니세프협회 회장상,

(총 50개 작품)

약 467개 작품



1  입상 작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작품은 희망자에 한해 반환합니다. 반환기간 및 반환장소는 후일 

희망자에게만 연락을 드립니다. 반환기간이 지난 작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처분합니다.

2  입상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가나가와현에 귀속됩니다.또한 응모자는 입상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3  응모 작품은 국제이해와 국제교류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서적과포스터, 달력, 학교행사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4  해외대상수상자의 가나가와현 초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