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국제 미술제 

그의 놀라운 일을… 알게 하라 

 

 

 

교회 역사 박물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일반 유의 사항 
 

전시 주제 

전시 주제인 “그의 놀라운 일을… 알게 하라”는 1831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인 “주께 기도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라. 그의 놀라운 일을 백성 가운데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65:4)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제9차 국제 미술제를 위한 새로운 미술 작품 창작에 이 주제로 영감을 받은 미술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술 

작품에 후기 성도의 삶과 역사, 믿음, 가치, 경전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시일 

2012년 3월 16일~2012년 10월 14일 

 

참가 마감일 

참가 신청서는 2011년 4월 4일부터 2011년 10월 7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만 18세 이상인 회원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 

18세여야 합니다.) 참가자 당 한 작품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작품은 새로운 작품이어야 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만든 작품이어야 합니다.  

 

미술가 등록 

미술가는 미술제를 위한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나오는 “작품 제출 

소개”를 따라 주십시오. 미술가로 등록하고 나면, 차후의 전시일과 주제에 관한 정기 업데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매체 

모든 미술 매체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작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림(회화), 조각, 직물, 토기, 도자기, 장신구, 목각류, 사진, 금속 공예, 소묘, 파스텔, 판화. 전 세계에 걸친 

문화와 미적 전통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 제한 

외부 틀을 포함하여 가장 긴 길이가 최대 213 센티미터(84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 기준 

참가 작품이 후기 성도의 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표현했는지 정도와 미적 우수성과, 기술의 완성도,  

창의성과 독창성, 작품의 품질에 따라 심사됩니다. 심사원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 

다수의 심사위원단이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참가서와 함께 제출된 작품의 사진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합니다. 1차 심사 당선자들은 2차 심사를 위해 교회 역사 박물관에 원작품을 보내도록 개별적으로 통지와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2차 심사에 당선된 작품은 전시될 것입니다.  

 

당선자 통지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1차 심사의 결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작품을 

박물관으로 배송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품을 보내라는 통지를 받기 전에는 원작품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전시를 위해 제출된 작품은 공개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박물관에 있어야 합니다.  

  

시상 

박물관 소장을 위한 여러 개의 구매상 시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작품을 위한 미화 500달러 상당의 공로상이 

최대 20개까지 수여될 것입니다. 인기상은  

전시회 종료 직전에 시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