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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선으로 이어나가는 아트, 소잉(Sewing)!

시상 내역

출품 방법

1. 기본원단과 본인이 선택한 원단 1가지를 활용하여 작품 제작

2. 공모전 신청서 상의 ‘작품 설명’ 부분은 작품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심사에 반영될 예정. 필히 작성

     - 기본원단(클래식 블루)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

     - 사무국에서 제공되는 원단 외에 타 원단 사용 가능

     - 사무국에서 제공되는 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코튼빌 사이트를 통해 구입가능

     - 기본원단이 작품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한됨

핸드메이드 트렌드를 대표하는 핵심 분야, 

소잉 문화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  패브릭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의 컬러, 클래식 블루를 활용하여 인테리어 소품, 패션에 해당하는 디자인 작품을 뽐내주세요! 

개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기다립니다.

인테리어 소품, 패션 분야를 나누어 시상 예정

※ 수상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패브릭 챌린지 공모전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작품 규격 

원단 소개  

규격 제한 없음

응모 주제 응모 분야       클래식 블루, 일상에 스며들다 인테리어소품, 패션

*기본원단은 2마 제공, 선택원단은 1마 제공(1마 90*90cm) 

주최·주관  후 원㈜메쎄이상
대한방직(코튼빌),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 
(사)한국재봉기술개발원 

출품 자격  

참 가 비 

납 부 처

국적, 성별, 연령제한 없음 개인과 단체 작품 모두 가능 1인 다수 작품 응모가능 

기업은행 477-030938-01-036  /  예금주 ㈜메쎄이상

작품 당 55,000원 *작품 개수에 따라 참가비 납부

*참가비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과 신청자명이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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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원단 A

플로랜스 아이보리

1090187 FLORENCE IVORY

선택원단 B

모스 옐로우

1074965 MOSS YELLOW

선택원단 C

107497 DEEP NAVY

 

기본원단

클래식 블루 딥 네이비

1096175 CLASSIC BLUE



2020년 7월 중 핸드아티코리아 홈페이지 (www.handarty.co.kr)에 발표 후 수상자 개별통보

핸드아티코리아 사무국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단의 비공개 심사 심사기준과 과정은 심사위원단에서 정함

2020년 7월 30일(목) ~ 8월 2일(일), COEX (수상작에 한하여 전시)

원단 신청서 접수 2020년 3월 2일(월) ~ 5월 15일(금)

원단 신청 방법 원단 신청 기간 내에 홈페이지  >>  패브릭 챌린지에서  “원단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

접수 이메일 hmk@esgroup.net

작품 접수 기간 2020년 6월 1일(월) ~ 12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작품 접수 방법
핸드아티코리아 홈페이지  >>  패브릭 챌린지에서 “공모전 신청서”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우편, 택배, 방문 접수

발표 및 시상

공모전 주요 일정 안내

패브릭 챌린지 공모전 접수 안내

2020년 8월 1일(토), COEX (시상식 상세 내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시상식

8. 1(토)

전시

7. 30(목) ~ 8. 2(일)

심사

7월 중

작품 접수

6.1(월) ~ 6. 12(금)3. 2(월) ~ 5. 15(금)

원단 신청

*우편, 택배(선불),

방문접수 가능

완성작 & 공모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배송 일정 3~5일*이메일 접수

hmk@esgroup.net

*5월 15일(금)까지 

입금 마감

원단 신청서 접수 3일 이내 참가비 납부
참가비 납부 확인 후 

원단 발송

수상작 심사 

수상작 발표  

 시    상    식 

 수상작 전시 



접수 및 문의처
핸드아티코리아 사무국
T. 02. 6121.6441 E. hmk@esgroup.net    www.handarty.co.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ES타워 메쎄이상 5층 문화콘텐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