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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nnual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 개최공고
1. 전시 장소와 전시 일정
전 시 장

스페이스 엄 https://www.spaceum.co.kr/

주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42길 39

소

온라인 전시

유튜브와 학회 홈페이지에 전시 (평면 사진과 전시장 스케치 영상)

전시 기간

2021. 08. 02.(월) ~ 08. 06.(금), (5일간)

2. 전시 주제
작품 주제와 컨셉

it fashion_nature, human
(소중해져 가는 깨끗한 자연을 그리워하며 패션의 또 다른 역할을 자
유롭게 표현)

3. 참가 신청 일정과 방법
신청 기한

2021. 07. 02(토) 오후 5시

신청 방법

학회 이메일 kfcda1994@hanmail.net 로 제출
작품참가 신청서 - 별첨1

4. 도록과 영상 제작용 작품 사진 업로드 방법
작품 업로드 기한

2021. 07. 02(토) 오후 5시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작품 사진 업로드

학회 웹하드 : www.webhard.co.kr
(아이디 : kfcda 비밀번호 : 1994)
웹하드 로그인 후 ‘2021 애뉴얼국제초대전’ 폴더에 ‘작가 이름’ 폴더를
만들어 작품 사진, 작가 프로필 사진, 신청서 업로드
온라인 전시를 위한 디테일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협조 사진관

서울숲 사진관 (별첨 1) 참고

5. 참가비 안내
비용

15만원/작품

입금 마감

2021. 07. 02(토)

입금처

국민은행 373701-04-067018 (예금주 _ 한국의상디자인학회)

6. 출품 자격
1)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정회원,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겸임교수 및 강사 및 석․박사 과정

2)

국내외 섬유패션업체의 디자이너 및 관련자 등

7. 작품 설치와 반출 안내
작품 설치

2021. 08. 02일(월) 오후 2시~4시

방

본인 작품은 작가가 직접설치.

법

직접 설치를 못 할 경우 학회에 의뢰 가능합니다.
작품설치 의뢰 시 작품 도착 마감일 :2021. 07. 30.(금)까지
작품설치 의뢰 시 작품을 보낼 주소 :

바디 대여

작품참가 신청서에 신청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 후 학회에서 일괄 대여
대여비 : 30,000원 (참가비와 같이 입금)

작품의 학회 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본관 645호

설치 의뢰 주소

이유미 교수 (연락처 : 010-8958-2120)

작품 반출

2021. 08. 06(금) 오후 13시까지
직접 작품 반풀이 어려운 경우 학회에서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작품 반출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8. 주의
1) 중복 발표작품이나 리폼 혹은 모방 작품은 전시회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2) 작품 저작권의 책임 일체는 작가에게 있습니다.

9. 기타 문의
1) 전시준비 위원장 : 류경옥 010-2745-7895
2) 학회

간사 : 김태영 010-2736-2277

(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회장

전 향 란

(직인생략)

(별첨 1)

사진 촬영을 위한 협조 사진관
(디테일 컷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의상디자인학회 회원임을 말씀하시고 이용하십시오)

1작품당 /30,000원
(디테일컷 포함)

Ÿ

서울숲 사진관 전화번호 : 0507-1400-7624

Ÿ

한우진 이사 : 010-5237-7624

Ÿ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22-1 (B1)

Ÿ

주차 4대 가능
전화 통화 후 주차장 안내받으세요.

사진관 입구

촬영 현장

Ÿ

여자 스폰지 바디 흰색 및 검은색 보유

Ÿ

남자 스폰지 바디 흰색 보유

Ÿ

특이 바디가 필요한 경우 작가 개인이 준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