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작 및 실기활동

1. 미술, 공예, 디자인 계열

영  역 평  가  항  목 점수

개인전/

단체전

국외개인전

G9 국가 초대 개인전 300

G9 국가 외 초대 개인전 200

일반 개인전 180

국내개인전
초대 개인전 200

일반 개인전 150

공인단체전

국제 공인 단체전 80

국외 일반 50

국내 공인 단체전 50

국내 일반 30

초대/추천 작가 
출품

저명국제전 (비엔날레) 500

저명국제전 (아트페어) 300

저명국제전 (디자인전) 200

저명국내전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150

전국규모 공인 전시회 50

전문지 게재
국제 전문지 100

국내 전문지 50

공모전 및 
현상설계 수상

국제공인공모전
대상 300

특선이상 100

전국공인공모전
대상 150

특선이상 50

전시기획

공인된 예술 감독 및 미술제 기획
국외 200

국내 100

공인 커미셔너 및 큐레이터
국외 100

국내 50

평론

국제 저명 미술 전문지 평론 및 전시 비평 100

국내 저명 미술 전문지 평론 및 전시 비평 50

국내 저명 미술 전문지 리뷰, 프리뷰 30

국내 저명 일간지, 월간지 기고 50

기타 저널리즘에 발표한 평론 및 비평 20

심사위원
공인된 국제전 심사위원 100

공인된 국내전 심사위원 50



※ 미술, 공예, 디자인 계열

1) 평가세부사항 중 전시관 등급은 학장이 예술문화대학 소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한다.
2) 초대전 : 주최 측에서 전시 관련 비용 일체를 제공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초대한 전시로써,
주최 측의 초대전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전시

3) 2인 전의 경우에는 개인전에 준하는 점수의 1/2로 하며, 3인 이상의 전시는 단체전으로 간주
한다.

4) 공인전 :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단법인, 단체, 미술관, 전문화랑, 법인단체, 광역시, 도 이상의 정
부부처 산하 단체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전시
- <국외 일반> : 국제공인단체전 규정 이외의 국외 전시
- <국내 일반> : 작가 작품의 성격 또는 미술사조가 일치한 작가들이 모여 개최하는 일반적인 
전시

5) 국제공인단체전 : 3개국 이상이 참가한 전시로써 외국작가가 30% 이상 참여한 전시
6) 국제초대/추천작가 출품 : 저명한 국제 비엔날레 및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한 전시

- 국제 비엔날레 : Venice Biennial, Kassel Documenta, Saáo Paulo Biennial, Lyon Biennial 등
- 국제 아트페어 : Basel Art Fair, KÖln Art Fair, Maimi Art Fair, Chicago Art Fair, ARCO

Art Fair, Frienze Art Fair, Fiac Art Fair 등
- 국제 디자인전 : Sigraph, ICOGRADA, ICSID
- 저명국내전 : 광주국제비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내 아트페어 등- 전국규모 공인 전
시회 :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전시 또는 미술관련(디자인) 전시의 기획에 의해 초대/
추천작가로 출품한 전시

7) 전문지 게재 : 국제전문지=2쪽 이상, 국내전문지=4쪽 이상
8) 공모전 및 현상설계

- 국제 : G9 국가에서 주최한 권위 있는 대전 및 공모전으로써, 6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
의 공모전. 단, G9 국가 이외에서 개최한 동등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대전 및 공모
전, 전시회 등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한다.

- 국내 :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KOSID대전, 청주국제공
예비엔날레전. 단, 이외의 동등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대전 및 공모전, 전시회 등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한다.

9) 전시기획 :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전시 또는 미술관련(디자인) 전시의 기획
10) 심사위원 :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단법인, 단체, 미술관, 전문화랑, 법인단체, 광역시, 도 이상의 

정부부처 산하단체에서 개최, 주최, 주관하는 대전의 심사위원
- 국외 : G9 국가에서 주최한 권위 있는 대전 및 공모전
- 국내 :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KOSID대전, 청주국제공
예비엔날레전 등

※ G9국가: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