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회 학생 비전 아트 컨테스트      
     

  

2016 주제:  마음 속의 빛  (Light in your Heart)  
                                      ‘마음으로 당신의 빛을 다른사람에게 나눠주세요’  

 

Vision Care Service West(비전케어 미주서부)에서는  ‘제 2회 학생 비전 아트 컨테스트’를  통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초중고학생들에게  ‘비전’과 관련한  미술 작품을 모집합니다. 참여비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시각장애우의 개안 수술 지원금으로 사용되며, 대상에  당선된 아트 작품의 디자인은  향후 비전케어 티셔츠, 

2017년  캘린더  및 다양한 홍보 물품에 활용됩니다.  대상 한 명에게는  500불의  장학금을 드리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우수상 한 명에게는 100불의 장학금을,   모든 참여자에게는 

비전케어 명의의 certificate가 수여됩니다. 
 

  일정  

 마감: 2016년  7월 22일 (7월 22일까지 우체국 소인 도착분에 한함)  
 수상작 발표:  2016년  8월 1일  (www.visioncarewset.org 홈페이지)  

 시상식 : 2016년  8월 27일 오후 3시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 

 전시: 2016년  8월 27일~ 9월 10일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  
 

작품 제출 규격 및 기타 사항  

 대상:  1st -12th 학년 (2016년  가을 학기 기준)  

 가능한  형태 : 2D  평면 그림, 다양한 소재 (연필, 물감 등)사용 가능  

 크기: 14”x17”  

  모든 작품은 참여 신청서와  참여비 20불을 함께 제출(참여비는 현금 혹은 체크로 가능하며  

payable to Vision Care  Service  West)  

 작품 제출시 신청서를  작품뒤에 테이프로 붙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장소  

 우편:  A1 Learning Center 

Attn: VCS West Student Art Contest 

5001 Wilshire Blvd., Suite 201,  Los Angeles, CA 90036 

 직접 방문 :  Open Bank  Branch 
                          부에나팍 지점:  5141 Beach Blvd., BLDG #2, #E, Buena Park, CA 90621 

                          올림픽 지점:  3030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지점:   5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   
                          * Mon-Thur: 9AM–5 PM, Friday: 9 AM–6 PM,  Sat:  9AM–1 PM (부에나팍과 올림픽 지점만)                                                                                                                                                      

http://www.visioncarewset.org/


 

                                                                                                                                                                                                                                                

 

안내   

1. 모든 입상자에게 비전케어 명의의 certificate가 수여되며, 대상(Grand prize) 1명에게는 

500불의  장학금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우수상 한 명에게는 100불의 장학금을 

수여됩니다. 또한 모든 입상자에게는 비전케어 주최의 캠프 참여 신청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2. 신청한  학생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3.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창작물이여야 합니다.  

4. 1인당 1개의 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참여 작품에는 지원서에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관해 3~5줄 정도 작성해 주세요.  

6. 작품 제출시 작품 뒤에 신청서를 테이프로 붙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모든 참여 작품의 저작권 및 판권은  비전케어에 있습니다.  

8. 비전케어는 운송 및 전시과정을 통한 작품의 손상이나 도난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9. 수상작은 8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개별연락을 하게 됩니다.  

10. 8월  27일 오후 3시 오픈 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며, 대상 및 각 학년 

별 최우수상  등 총 13명의  입상자들의 작품은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8월  27일부터  9월 

10일 까지  2주일 동안 전시되며, 작품은 전시회 마지막날 돌려드립니다.  

11.  입상하지 못한 작품들의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8월  27일부터  9월 10일 까지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비전케어 213-281-2617  

  
  
 

 

 
 

 

 

 

 



 

                   제 2회 학생 비전 아트 컨테스트 신청서  
     

2016 주제:  마음 속의 빛 (Light in your Heart) 

이름  생년월일   

학교이름   

학년  

( 2016년 

가을학기 ) 

 

연락처  (집)                        (휴대폰)  보호자 연락처   

E-mail 
 

주소  
                                                     

             

참여비  ☐ 현금  $20      ☐체크 (Pay able to Vision Care Service West)  

작품 주제  
 

작품 설명  

 

 

I  hereby understand that:  1) the submitted artwork must be the original work of the contestant,  2) the submitted  

artwork   cannot have won an award in any other competi tion, 3) the contestant must follow all the rules and guidelines 
as s tated  by VCS WEST, 4) copy rights  and all rights  reserved to contestant’s artwork will be assumed by  VCS WEST  

   

 
                 Signature of Student                           Signature of Guardian                                        Date  

 

  

    Submission #   

 

Name:  

School  

Submit  location:                

(official Use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