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기관 WSO(WeSaveOceans)는
‘바다 보호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고래살리기 벽화 공모전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 내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고래 배설물의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고래를 ‘지구의 환경 지킴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WSO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Creative Artwork(그림작품)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작품은 제주도의 관광지에 대형 그래피티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래피티는 사회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과감하고 재치있게
표현한 거리의 예술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제 많은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WSO는 ‘고래는 지구의 환경지킴이’라는 메시지를 그래피티로 표현하여,
이를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보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래 피 티

G r a f f i t i



[공모 개요]

벽화 주제 “고래는 지구의 환경지킴이”

- 고래와 CO2의 관계: “고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요”
- 고래는 지구의 환경파수꾼: “고래는 지구의 산소다”
- 고래를 해치는 것은 지구를 해치는 일: “고래가 죽으면, 인간도 죽어요”

벽화 장소 제주 차귀도섬 앞 카페 ‘데스틸’ & 제주 이중섭 거리 서점 ‘유화당’

참가 대상 제한 없음

접수 기간 2021년 5월 3일 – 5월 28일

접수 방법 www.wesaveoceans.org 상단 ‘Save the Whales – 신청 및 접수’에 이미지 파일( jpg/png) 제출

입상작 상금 총 2,000만원(총 2팀/ 각 팀당 1,000만원)

- 첨부한 외벽 배경 도면 위에 벽화 이미지를 그리거나 포토샵 등 디자인툴로 작업 후 jpg/png로 제출

고래살리기 벽화 공모전

예시

http://www.wesaveoceans.org/


세부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참가 신청 5월3일(월) – 5월28일(금) www.wesaveoceans.org 통해 접수

입상작 선발 6월1일(화)-3일(목) 입상작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입상작 수상 6월4일(금) 시상식 일정 개별 안내

벽화 작업 6월7일(월) – 6월18일(금) 당선작 벽화 현장 설치

고래살리기 벽화 6월 중 오픈!

유의 사항 • 개인혹은팀으로참여가능합니다.
• 응모작은초상권,저작권등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아야하며,이를위반하는경우법적책임은응모자에게있습니다.
• 응모형식에맞지않는작품,타공모전입상작은제외하며,추후이사실이밝혀지면수상을취소하고상금을회수합니다.
• 수상작에관해법적분쟁이발생한경우,수상이취소되고상금은회수되며,그에따른법적책임은응모자에게있습니다.
• 수상작의저작권은주최측이수상자에게상금을지급함으로써합당한대가를주고양수한것으로합니다.
• 수상작은벽화로그려지거나WSO 티셔츠등굿즈에인쇄되어활용될예정입니다.
• 상금에대한제세공과금은수상자가부담합니다.
• 입상하지않은응모작은공모전종료일로부터3개월이내에모두폐기됩니다.
• 팀일경우상금은팀장에게수여되며상금분배에주최측은관여하지않습니다.
• 수상작은추후NFT*화되어환경보호기금모금에활용될수있습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s)’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스포츠 및 게임 아이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http://www.wesaveoceans.org/


[벽화 위치 및 벽 사이즈]

첫번째 위치 카페 데스틸(Café Destill) *사이즈: 가로 11m x 세로 (좌측벽 7m, 우측벽 9.5m) = 약 104m2

제주시 한경해안로에 소재한 카페 데스틸의 외벽에 그래피티를 그릴 예정입니다.
이 카페는 고래를 닮은 섬 차귀도의 뷰포인트여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차귀도 섬이 보이는 카페 전경 사진작업할 카페 외벽 사진참가 접수시 위에 벽화 이미지를 그려서 제출할 도면
(별도 첨부)



두번째 위치 유화당(有話堂) *사이즈: 가로 13m x 세로 6.12m = 약 80m2

서귀포시의 대표적 문화거리인 이중섭 거리에 소재한 14세기 르네상스 전문 인문학
서점입니다. 이중섭의 생가와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관광지로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고래 보호를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벽화 위치 및 벽 사이즈]

서점이 위치한 이중섭 거리 풍경작업할 서점 외벽 사진참가 접수시 위에 벽화 이미지를 그려서 제출할 도면
(별도 첨부)



주최사 소개

WSO(WeSaveOceans)는 “바다 보호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WSO는 “풀뿌리 환경 운동”을 추구합니다.

환경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이 저희의

첫번째 풀뿌리 환경운동입니다.

WSO는 SNS로 전파할 수 있는
환경콘텐츠를지속적으로만들어낼것입니다.

첫번째, 환경지식 전파운동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것을
멤버들 간에 공유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늘리는 것이 저희의
두번째 풀뿌리 환경운동입니다.

WSO는 이를 위해 10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하며 추후 관련 앱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번째, 자발적 생활실천운동



끝.

고래살리기 벽화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