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개최공고
제 30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개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9년 04월 16일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회 장 엄 경 희
-다 음-

1. 개최목적

제 30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은 텍스타일디자인의 중요성 인식과 저변 확
대, 역량있는 신인 텍스타일디자이너의 발굴과 지원, 고부가가치화 된 텍스타일디자
인의 미래 트랜드 제시를 통해 한국섬유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합
니다.

2. 주최기관

가. 주최: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나. 주관: 제 30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운영위원회
다. 후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라. 협찬: (주)이브자리, (주)슬립앤슬립, (주)웰크론, (주)SFT, 한국실크연구원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 (사)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3. 응모요령

가. 모집작품: 창의성, 조형성, 실용성이 가미된 섬유패션인테리어용 제품디자인
나. 응모분야: 1부 어패럴·액세서리
2부 인테리어
다. 응모자격: 만 18세 이상, 경력 및 소속에 제한 없음
라. 출품신청서 배포: 2019. 04. 16(화) ～ 2019. 05. 17(금), 협회 홈페이지
www.ktda.net 에서 다운로드
마. 출품물 접수
1) 우편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200 한양여자대학교 스퀘어갤러리 B1츰
2)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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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현장 접수: 2019. 06. 14(금) 10:00~17:00 / 15(토) 10:00 ～ 16:00
※ 단, 우편이나 택배에 의한 접수는 14, 15일 양일 도착분에 한하며, 작
품에 손상이 있을시 책임 지지 않음. (이전 접수 불가)
∙ 2차 접수: 2019. 07. 1(월) : 포트폴리오를 웹하드에(PDF파일) 업로드
2019. 07. 5(금) : 프레젠테이션 발표
※ 2차 접수대상은 1차 심사결과 장려상 이상자에 한하여 해당함.
(개별통보)
※ 반드시 7월 1일까지 포트폴리오가 업로드 되어야 2차심사 접수가능

4. 선정절차 및 접수요령

가. 선정과정
접수 → 1차 심사 → 2차 포트폴리오 및 면접 심사
나. 1차 접수요령
1) 주제

1) NATURE CONSIDERED RHYTHMS
자연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좀 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러운 삶을 시도함
-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다 디테일하게 묘사하려는 시도(크랙 산화된 듯한 표현 등 내
추럴한 느낌의 공정)
-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내추럴한 표면 & 자연요소의 흔적을 패턴화하여 제안
- 자연의 결을 살린 도형의 체계적인 반복구성 패턴
- 연필 펜으로 그린 듯 한 소소한 핸드 드로잉과 미세한 핸드 마크표면

2) MULTI ETHNIC ARTY
다양한 문화요소를 예술적인 감각으로 믹스매치하여,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새로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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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양 및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색감의 대비가 키 컬러로 제안.
- 아티스틱한 감각 +

유니크한 모티프 (점성술과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상징, 미

스테리한 정글의 모티프 등)
- 자유로운 로컬 감성의 핸드메이드 소재와 고전적인 벨벳과 메탈이 새롭게 재해석
- 로컬 특성의 트라이벌 모티프와 기하학 패턴이 그래픽적으로 표현(그래피컬한 트라이
벌 & 지오메트릭 패턴, 크래프트적인 위빙, 브라이트 컬러의 로컬아트와 재구성된 옵티
컬 아트)

3) WELL TECH TOWARD UTOPIA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방어하려는 시도와 아름다움과 사치를 즐기는
낙천주의적 유토피아 비전 제시
- 방염, 방오, 방음, UV등의 기능성 소재와 더불어 빛의 반사, 굴절 효과를 극대화 시킨
미래적인 감성의 옴브레 & 무아레, 홀로그램 패턴제안
- 어둡고 신비로운 우주에서 영향을 받은 모티프 & 전면 반복 패턴구성
- 강렬한 시각효과를 선사하는 초자연적이고 추상적인 만화경 패턴
- 창의성을 충족시켜주며, 풍부한 원색의 사용은 장난스럽고 어린애 같지만 고광택과 무
광질감의 조합으로 눈에 띄는 시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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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색상: 자유
3) 작품용도: 어패럴, 액세서리, 인테리어
4) 작품용지별 제작 방법(응모분야 공통) ※<별첨1> 참고 필수
∙ 종이 - 핸드페인팅 또는 컴퓨터작업
∙ 원단 - 프린트, 디지털프린트
∙ 니트․우븐․자수
5) 작품규격
∙ 종이, 프린트, 디지털프린트 - A2 (가로420cm × 세로594cm)
∙ 니트, 우븐, 자수, 기타 – A3(가로29.6cm × 세로41.8cm)
∙ <별첨1>과 같은 양식으로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다. 2차 접수요령
1) 내용: 1차 심사결과 장려상이상으로 선정 대상자
포트폴리오만 제출 → Webhard에 업로드 (PDF형식 제출)
2) 포트폴리오 제출요령(필수사항) :
① 5 ~ 6장 이내, PDF형식 제출 (7월1일까지 반드시 업로드)
② 내용 : 출품작 리핏(Repeat) 전개 이미지, 설명 및 맵핑
※ 리핏(Repeat)전개는 니트․우븐․자수 작품일 경우 스캔하여 작업.
③ 심사 당일 해당 포트폴리오 출력물 5부 이상 지참 (A4사이즈)
④ 심사 당일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
라. 출품료: 각 1점당 30,000원(1인 2점까지 출품가능, 공동출품 불가)
※ 출품료는 1차 작품 제출 시에만 납부.
※ 우편이나 택배 접수 시 무통장 입금
(출품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송금 후 확인전화 요망,
택배 착불 불가.)
※ 계좌: 신한은행 100-032-183361 예금주: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5. 출품물의 제한

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나. 모방성이 농후한 작품
다.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작품
라. 본 “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
마. 형상 또는 표제 등으로 동일한 디자인에 의한 출품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출품한 경우에도 이를 1점의 출품물로 간주
※ 시상 후 표절시비 발생 시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입상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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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품물 심사 및 시상

가. 심사기구: 관계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 중에서 심사직전 위촉, 운영
나. 심사기준: 주제 및 용도에 적합한 창의성, 조형성, 실용성
다. 심사발표: 2019년 07월 08일(월)(예정) 17:00, 홈페이지www.ktda.net에서 공지
※ 1·2차 심사결과를 구분하지 않으며 종합하여 발표함.
라. 시상식: 일시 및 장소는 협회 홈페이지 www.ktda.net에서 추후공지
마. 시상내용 (시상내용 및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응모분야에 상관없이 1명씩 선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상은 응모분야에 상관없이
2명씩 선발

시상수(명)

1부

구 분

2부
어패럴·
악세서리 인테리어

시상내용

대통령상

1

상금 500만원, 상장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

상금 200만원, 상장
※ 1부,2부 통합 1점

2

상금 각 100만원, 상장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장상

2

상금 각 100만원, 상장

기관장상

다 수

※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1부,2부 통합 1점

특 전
해외연수 및 전시
(Intertextile Shanghai
2019 및 섭외 중)

※ 1부,2부 통합 2점
※ 1부,2부 통합 2점

상금, 상장

전시

장려상
다 수
상 장
특 선
다 수
상 장
입 선
다 수
상 장
※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추천디자이너
∙ 대통령상 수상자는 추천디자이너로 위촉되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특별전시
등에 참가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받음.
∙ 기관장상 이상을 총 3회 수상한 분들도 추천디자이너로 위촉되며 동일한
특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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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전사항

가. Intertextile Shanghai 2019 참관 및 섭외 중
∙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이상 수상자
∙ 참관기간: 2019년 9월 중
나. 수상작 전시
∙ 대상: 기관장상 및 기업 특별상 이상 수상작품
∙ 추후 일정 및 장소 공지

8. 출품물 반출

∙ 접수된 작품은 협회 귀속임으로 반출을 하지 아니함
※ 수작업 작품은 본인이 데이터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천재지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작품에 손상을 입거나 분실된 경우
주최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주최측은 입선이상 입상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있음.
다. 작품규격에 위반되는 작품은 접수하지 아니함.

10. 문의처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55 디자인교육관 417호
Tel : 031-436-8038 Fax : 031-436-8039 www.ktda.net
E-mail: ktda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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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1차 심사 제출방법 >

※ 판넬 변경 : 우드락판넬(X) → 하드보드지판넬로 변경
※ 작품 부착형식 변경 : 액자형식(X) → 전면부착형식으로 변경

< 2차 심사 제출방법 >

1차 심사결과 장려상이상 선정 대상자 : 포트폴리오만 제출
(Webhard 업로드- PDF형식 제출)
포트폴리오 제출요령: ① 5 ~ 6장 이내, PDF형식 제출(7월1일까지 반드시 업로드)
(필수사항) ② 내용 : 출품작 리핏(Repeat) 전개 이미지, 설명 및 맵핑
※ 리핏(Repeat)전개 니트․우븐․자수 작품→ 스캔하여 작업.
③ 심사 당일 해당 포트폴리오 출력물 5부 이상 지참 (A4사이즈)
④ 심사 당일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
※ 2차 심사 후 기관장상 이상 수상작은 전시를 위한 판넬제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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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30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참가원서

성 명
(인) 성 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e-mail
주 소
핸드폰
소 속 학교 (학교명)
일반
응모분야 1부 어패럴·액세사리 (
) 2부
작품명
작품설명

남(

) 여(

인테리어 (

)

)

모든 칸 필수 기재
*접수번호

*확 인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말 것

제30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출품 확인증
성명

작품명

응모분야
1부

2019 년 06 월

/

2부

일

(사)한국텍스타일디자인협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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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