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1. 응모자격
Q. 공모전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A. 참가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팀으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콘테스트는 개인별 참가를 기본으로 하며, 2인 이상 단체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공모전 접수

Q. 접수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접수마감일은 2017년 3월 31일 금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접수는 우체국소인 기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따라서 우편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3/31(금)까지 우체국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Q. 한 개 이상의 작품을 지원할 수 있나요?
A. 작품의 출품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작품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하고 싶은데 해외에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A. 작품은 A3사이즈 디자인용지에 직접 그리거나 컬러프린트하여 우편/방문접수로 제출해
야 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도 우편접수만 가능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Q. 작품 규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작품의 디자인용지는 A3(가로 297mm X 세로 420mm) 사이즈의 백색용지이며, 작품은
성인용 반팔 흰색 티셔츠 앞면 몸통 부분에 적용될 프린트용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컬
러는 7색(도) 이내로, A3사이즈 백색용지 중앙에 티셔츠 아웃라인 없이 디자인만 그려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Q. 접수시 작품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본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작품과 함께 참가신청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작품은 폼보드에 부착하지 않고, 신청서와 함께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합
니다.

tips! 우편접수시, 우체국 2호 또는 3호 박스를 접지 않은 납작한 상태에서 작품과 신청서를
끼워 넣고 옆면을 테이프로 포장하면, 구김없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배송될 수 있습
니다.
Q. 타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을 제출해도 되나요?
A. 타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은 제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거나
미디어 노출이 된 작품은 저작권 문제 등이 있어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사후 발견시에도 수상 취소와 상금 등이 회수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이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Q.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심사기준은 코튼에 대한 이해도(30%), 상업적 프린트 제작 가능성(30%), 창의성
(20%), 심미성 및 작품완성도(20%)의 비율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은 미술 및 패션 등 관련 학계와 업계에 종사중인 저명한 심사위원 4명으로 구
성됩니다.
Q. 작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심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심사는 '코튼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하여 부합되는 작품을 선정한 뒤, 통과된 작품
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2차 심사는 '상업적 프린트 제작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합니다.
3차 최종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4가지 심사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각 작품의 점수를
매긴 뒤 순위를 정합니다.
Q. 여러 작품을 응모하는 경우 복수 수상이 가능한가요?
A. 1인 작품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작품으로 복수 선택되는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한 작품만 수상 가능하며 나머지는 입선작이 됩니다.
Q. 지난 수상작품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본회 홈페이지 > 행사마당 > 코튼 T-셔츠 콘테스트
(http://swak.org/base_1/swak_menu5/menu5_sub2.php)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4. 수상 및 발표
Q. 심사 결과는 언제,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심사 종료 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본회 홈페이지 및 주요 섬유주간지에 발
표되며, 입선작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Q. 상장 및 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나요?
A.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의 상장 모두는 단체일 경우,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로 일괄
배송될 예정이며, 상금은 응모당사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기타
Q.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국내외에서 이미 발표되었거나 기타 코튼 단체의 로고 등 모방
성이 농후한 작품, 오타가 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 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주최측 소유가 됩니다.

Q. 공모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기타 문의사항은 kke@swak.org / 02-724-7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