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 전시회 청소년우취 전시작품 심사를 위한 특별규정

제1조 경쟁부문 전시
FIP 경쟁부문 심사를 위한 일반규정(GREV) 제1조 4항에 의거하여, 이들 규정은 청소년 우취와
관련된 원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2조 경쟁부문 전시작품
2.1

청소년 부문은 10세에서 21세 청소년 우취인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이들 작품은 그 연령에 따
라 A, B 또는 C 중의 하나의 급에 배정된다.
연령 A 급 : 10세 ~ 15세
연령 B 급 : 16세 ~ 18세
연령 C 급 : 18세 ~ 21세

2.2

단체작품은 연령 B 급에 포함된다.

2.3

전시회가 개최되는 연도의 1월 1일에 해당되는 나이를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적합한 연령급을
결정한다.

2.4

각 전시작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틀수를 할당한다.
연 령 급

최

소

최

대

A

1틀 (16 페이지)

3틀 (48 페이지)

B

2틀 (32 페이지)

4틀 (64 페이지)

C

3틀 (48 페이지)

5틀 (80 페이지)

2.5

청소년 부문의 전시작품은 GREX 16조에도 불구하고 출품자의 실명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2.6

각 작품은 청소년 우취인의 개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심사위원들은 항상 이들이 해당되는 각각
의 연령대 그룹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 작품 구성의 원칙
3.1

특별규정에서 정의한 다양한 경쟁부문의 규정은 청소년 우취인들의 작품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3.2

각 청소년 출품자들은 자신의 작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플렌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시 켜야
한다.

제4조 전시작품 평가 기준
GREV 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기준이 사용된다.

－ 처리, 우취적 / 테마적
－ 우취지식
－ 우취 자료
－ 작품의 전시 기교
－ 표현
GREV 제4조 3항에 의거히여 이들 기준은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되었다.

제5조 작품심사
5.1

전통우취, 우편사, 우편엽서류, 항공우취, 우주항공, 인지류 그리고 맥시머필리에 관한 청소년
우취 작품들의 심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수가 각 연령별로 배점된다(제4조 후단 문항 참
조).
CRITERIA(기준)

연 령 등 급
A

B

C

Treatment (처리)

29

33

35

Knowledge (지식)

26

32

35

Material (자료)

20

20

20

Pressentation (표현)

25

15

10

테마틱우취와 맥시머 필리 중 해당되는 작품에 관한 청소년 우취 작품들의 심사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수가 각 연령별로 배점된다(제4조 끝에서 두번째 문항 참조).
CRITERIA(기준)

연 령 등 급
A

B

C

Treatment (처리)

33

35

35

Knowledge (지식)

22

27

30

Material (자료)

20

23

25

Pressentation (표현)

25

15

10

5.2

각 연령급에 할당된 다양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청소년 우취인들의 우취적 발전 정도에 부합하
도록 이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5.3

수상메달, 디플로마, 그리고 참가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수여한다.
45점 : 디플로마
60점 : 동메달
65점 : 은동메달
70점 : 은메달
75점 : 대은메달
80점 : 금은메달
85점 : 대금은메달
90점 : 금메달(참가자 연령 C급에 한함)
금메달은 연령 C급 청소년 우취인에게 가장 높은 메달이다. 연령 “A” 와 “B”급은 대금은메
달이다. GREX 제8조 5~6항에 의해서 금은메달이나 높은 메달의 작품에 대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5.4

청소년 작품들은 GREX 제5장의 조항에 따라 FIP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심사를
받는다.

5.5

심사위원은 개개인의 출품자들을 위하여 FIP 청소년 우취 위원회에서 준비한 간략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품자들은 자국의 커미셔너를 통하여 그들 작품의 평가서를 전달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특별우표전시회
6.1

FIP 청소년 특별우표전시회의 경우 FIP 자문관은 FIP 청소년 우취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하에
GREX 제32조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명단을 FIP 이사회에 제안 한다.

6.2

FIP 청소년 우취 위원장은 청소년 특별우표전시회의 심사위원이 되어야 한다. 만일 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자신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6.3

FIP 청소년 특별전시회에서 최소한 대금은메달의 요건을 명확하게 초과한 최고의 작품에 대하
여 그 전시회의 그랑프리를 수여한다.

6.4

그랑프리는 같은 작품에 대해 단 한번만 수여한다.

6.5

FIP 청소년 특별전시회의 모든 홍보물에는, 카탈로그 포함, FIP 청소년우취 위원장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6.6

FIP 청소년 특별전시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시회 기간중 FIP 청소년우취 위원회의 회의를 준
비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결론 규정
7.1

규정의 번역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7.2

이들 FIP 전시회 청소년우취 심사에 관한 특별규정은 2010년 10월 10일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
71차 FIP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들 규정은 제71차 총회 이후 개최되는 모든 FIP 주관, 후원, 협

찬하는 전시회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