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 넥타이디자인공모전 개최 공고문
1. 개최목적 : 본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능한 패션인재를 발굴하고, 수상작품의 아이디
어를 넥타이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응모자격 : 넥타이 디자인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졸업생
(단,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강한 작품, 법률적 문제가
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3. 작품제출 :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년 11월 18(수) ~ 11월 20(금) (오전10시-오후5시)
2) 접수장소 :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한양여자대학교 본관6층 640호실
(우편번호 04763)
※ 우편 접수는 11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4. 응모방법 (아래양식을 구비하여 응모)
1) 작품 : PAPER 또는 실물 작업
① PAPER 작업 : 길이 30cm 정도의 넥타이 모양으로 제작
② 실물 작업 : 실물 넥타이
* A3 사이즈 우드락에 작품과 디자인 컨셉을 붙여서 제출
* 작품은 디자인 컨셉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함
* 1인 다수 작품 출품 가능함
<출품작 구성 예시>

2) 출품원서 : 작품 당 각 1매
각 학교에 배포된 출품원서 혹은 본 학회 홈페이지 www.kfcda.or.kr 에서 출품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드락 뒷면에 부착하여 제출
3) 출품비: 1작품 당 20,000원
* 출품비는 11월 20일까지 반드시 계좌이체 하여야 하며 미납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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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225101-04-012786 예금주: 한국의상디자인학회)
* 학과에서 단체로 출품할 경우 가능한 단체입금 요망
* 출품비 인터넷 계좌 이체 시 소속과 출품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여 입금할 것
(예) 개인: 한국대의상이민정
단체: 한국대패디 30명
5. 심사기준 : 작품성, 실용성, 독창성, 트렌드성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1) 수상자 발표 : 2020년 12월 4일(금)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홈페이지 www.kfcda.or.kr 에 공지
2) 상장은 우편 발송되고 상금은 계좌 입금 함
* 시상식 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특선대표,
입선대표)에게 추후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7. 시상내역
※ 시상자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상

시상수

시상내용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상

2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동상

5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장려상

10명

상장 및 상금

특선

00명

상장

입선

00명

상장

5만원

8. 전시 : 결과 발표 후 수상작품(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온라인으로 전시됩니다.
* 전시 일시: 2020년 12월 12일 (토) 이후 온라인 전시
* 전시 사이트: www.kfcda.or.kr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간
사
기획위원장

최지윤
임민정

010-9740-2209 (대표전화) E-mail: kfcda1994@daum.net
010-272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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