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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학회 공고 제 12-19호)

제 3회 국제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 디자인 컨테스트

2012년 제 3회 국제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 디자인 컨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컨테스트 개최 목적

- [IT+패션]의 융합, 개성화, Personal Media의 발전 등을 통한 신시장이 창출됨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사업

- ‘맞춤(mass customization)’, ‘3D', '디지털 패션 콘텐츠(digital fashion contents)',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컨테스트 개최

-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 디자인 컨테스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업로드 되어 의

류상품을 전시/판매 가능한 디지털 기술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함.

□ 행사 내용 

- 주제 : Virtual Shirts

- 1차 접수 : [셔츠]를 주제로 작성한 참가신청서

- 2차 접수 : 실물 작품 1벌

- 3차 접수 : 디지털 작품 

- 진행 과정 : 1차 참가신청서 ➜ 1차 심사 ➜ 2차 실물 작품 제출 ➜ 3차 디지털 

작품 제출 ➜ 2, 3차 심사 ➜ 결과 발표 ➜ 시상식 및 전시

□ 행사개요 

1. 주최 : (사)한국의류산업학회

2. 주관 : (사)한국의류산업학회, (재)아이패션비즈센터 

3. 후원 : 지식경제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패션협회, (재)아이패션비즈센터, (주)보끄레머천다이징, (주)에코로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패션그룹형지(주), EXR Korea(주), (주)클로버추얼패

션, (주)핏앤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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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상내용

상격 시상수 시상내용

대상 1
상장 및 상금 300만원, 기업체 인턴쉽

(지식경제부장관상)

최우수상 7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기업체 인턴쉽

(각 브랜드상,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상)

우수상 6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10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00 상장 및 상품 (1차 심사 통과자)

□ 전체 일정 

1. 컨테스트 실시 공고 : 3월 27일

2. 1차 참가신청 : 5월 14일~6월 8일

3. 1차 합격자 발표 : 6월 29일

4. 디지털 패션 교육 : 7월 9일~13일 (서울/대구 각1회 실시,

추후 변경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함)

5. 2차 작품 제출(실물 작품) : 9월 3일~7일(당일 도착 분에 한함)

6. 3차 작품 제출 (디지털 작품) : 10월 8일~12일 

7. 시상 및 전시 : 11월 17일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당일)

□ 1차 참가신청

1. 신청서 배부: http://www.clothing.or.kr/ (다운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2년 5월 14일~6월8일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처 : ksci_ub@hanmail.net (이메일만 접수)

4. 신청방법

- 신청서 1작품당 1매(소정의 양식)

- 참가비 : 1작품당 1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5001-04-130201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

- 접수된 신청서 및 디자인제안서는 반출하지 않음

5. 1차 합격자 발표

- 6월 29일(예정)

- 합격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

- 한국의류산업학회 홈페이지 http://www.clothing.or.kr/에 공지

6. 출품자격 : 제한 없음, 기 컨테스트 우수상 이상 수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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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심사기준

1. 심사항목 및 기준  - 상품화가능성(20%), 창의성(20%), 독창성(20%),

실용성(20%), 트렌드성(20%)

□ 디지털 패션 교육 

1. 대상 : 1차 합격자 중 희망자

2. 교육기간 : 7월 9일~13일 (서울/대구 각1회 실시,

추후 변경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함)

3. 지원 : 컨테스트를 위한 디지털 패션 디자인 교육 및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 2, 3차 작품 제출 (디지털 작품 및 실물 작품)

1. 대상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

2. 제출 : 2차 - 실물 작품 1벌 

3차 - 디지털 작품 

2. 접수기간 : 실물 작품 제출 : 9월 3일~7일 (우편접수만 가능)

디지털 작품 제출 : 10월 8일~12일 (이메일 접수)

3.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 동서울대학 패션디자인과 2402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 패션디자인과 2402호)

담당자 연락처: 010-4666-5516

□ 2,3차 심사기준

1. 심사기준 –실물 작품 (50%) + 디지털 작품 (50%)

□ 시상 및 전시 

1. 시상 및 전시 일자 : 11월 17일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당일)

- 정확한 시상식 시간은 입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 시상식 일자가 변경될 경우 입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2. 시상 및 전시 장소 : (추후 통보함)

3. 작품반출

- 입선 이상 작품의 디자인 소유권은 주최 측의 소유물임을 원칙으로 함

- 실물 작품과 디지털 작품은 주최 측의 소유물임을 원칙으로 함

4. 기타

- 입상이 결정된 후 작품이 이미 발표된 타작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본인의 작

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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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 

1. 인턴쉽 제공(대상 및 최우수상에 한함)

2. 컨테스트를 위한 디지털 패션 디자인 교육 및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3. 작품 전시 및 언론 홍보

*위 공고내용은 학회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남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