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b.mx/ime

Te invitamos a participar en el  
Concurso de Dibujo Infantil 2020.

Alebri jes
“Figuras fantásticas en el mundo”

CONCURSO DE DIBUJO INFANTILXXIV “Este es mi México”



2020 대회모집요강

멕시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IME) 주최
제 24회 어린이 미술대회

“나의 멕시코: 알레브리헤, 환상의 동물들”에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알레브리헤 Alebrijes”란 실제 또는 가상의 동물을
그림으로 생동감있고 유쾌하게 표현한 멕시코의 예술로, 

다양한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알레브리헤는 멕시코 예술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멕시코의 문화랍니다.

“나의 멕시코” 그림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참가신청기간은본공지가게재된날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대회에참가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1.   만 6세~ 14세 (초등학생및중학생) 어린이가참가할수있습니다.

2. 작품의규격은반드시A3용지와동일한사이즈의일반도화지또는두꺼운
도화지여야합니다.

3. 연필, 붓, 아크릴물감, 수채화물감, 크레용등여러분이원하는도구를
사용하여창의적으로그림을그려주세요!

4. 참가신청서와그림에대한간단한소개를작성하여작품뒷면에붙여주세요.

5. 신청서를붙인작품을을주한멕시코대사관문화과로제출해주세요

(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7층, 우편번호 01342)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제출된작품중우승작 12작품을선정해수상할예정이며, 
아래의지역카테고리에서도 28개의우수작도선정될예정입니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지역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멕시코
미 서부
미 동부 및 캐나다



총 40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작들은 멕시코시티에서 시작해
전 세계 순회전시회를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12개의 우승작과 지역우수작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재외동포재단(IME)
2021년 달력 이미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우수작 선정은 페이스북 투표로
진행됩니다!

IME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IMEsremx)에서 9월 14일부터
18일(멕시코시티 기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지역 우수작 28 작품이 선정됩니다.

잊지마세요 !
작품제출 마감일은 2020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작품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해주세요.

작품 뒷면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부착해주세요.

작품 뒷면에 이름과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꼭
작성해주세요.
완성된 작품을 주한 멕시코대사관 문화과(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7층 , 우편번호 03142)로
2020년 8월 15일 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주세요. (도착일 기준)

작품이 A3용지 규격에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297 x 420 mm).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제출한 작품에 대한 권리는
멕시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IME)에게 귀속되며, 
해당 그림은 홍보 및 전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원본 그림은 다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제에 맞지 않는 그림이나 표절, 모방 및
어른의 도움을 빌려 완성된 그림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결과는 2020년 9월 30일재외동포재단(IME) 
공식홈페이지와 SNS 페이지를통해공개됩니다.

31

* 본 대회 모집요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다음 링크의 원어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b.mx/ime 

http://bit.ly/cdi_2020

http://www.gob.mx/ime
http://bit.ly/cdi_2020


참가신청서작성법예시
다음 페이지의 참가신청서를 인쇄하여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한 뒤 작품 뒷면에 부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mbassy of Mexico in Korea
이름 (알파벳으로작성)

성별 나이

주소 거주도시

거주국가우편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출생지 (도시, 국가)
학교명

학교주소 학교가위차한도시

학교가위차한지역

학교연락처 학교이메일

부모님/선생님 2명의출신지
(도시, 국가)

그림제목

간단한그림에대한소개문작성



Este es mi México 
XXIV Children’s Drawing Contest

Alebrijes, fantastic figures around the world
REGISTRATION FORM

EMBASSY, CONSULATE OR DELEG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OY (    )   GIRL  (    ) AGE: _____________

FULL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LIVE IN: STREET AND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_____________ ZIP CODE _________________ COUNTRY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WAS BORN IN (CITY, STATE AND COUNT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NAME OF MY SCHOOL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MY SCHOOL’S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___________ZIP CODE:______________ SCHOOL DISTRICT: ______________________

MY SCHOOL’S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Y SCHOOL’S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HERE WERE YOUR PARENTS/TUTORS BORN? (CITY, STATE AND COUNTRY)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OF MY DRAW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CRIPTION OF MY DRAWING (this description will be included in the exhibition card and in the IME 
Calendar, if you wi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ll out this registration form and stick it on the back of you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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