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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0 제35회 2020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국제공모전 공모요강

사)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공모전을 통하여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전

은 물론, 신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등용문으로서 우수한 일러스트레이터 발굴에 힘쓰고 있

습니다. 2009년부터 ‘전국공모전’에서 글로벌화 시대적흐름에 따라 ‘국제 공모전‘으로 변경

되었으며, 해외 여러국가에서 작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분야를 디자인 분야로 

확장시켜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확대하여 시대적 디자인 확장성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1. 공모전 개요

-행 사 명 : 제35회  2020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국제공모전

-출품자격 : 일반 및 대학(원)생/ 일러스트레이션, 사진부문 1인작업, 

           그 외 다른분야는 2인이내 공동작업가능(출품작품수는 제한 없음)

-부  문 : ⦁시각디자인 부문

        ⦁영상디자인&애니메이션부문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캐릭터디자인부문
       ⦁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 등)
       ⦁패션일러스트레이션디자인 부문
       ⦁사진부문

-행사일정:  ○ 인터넷 접수: 2020년 11월 9일(월) ~ 2020년 11월13일(금)
         ○ 심사발표: 2020. 11. 30.(월)

         ○ 온라인 전시기간 : 2020. 12. 7(월)~ 12. 31.(목) (http://www.illustkorea.or.kr/)

-시    상

부    문 시    상 (인원) 전 달 내 역

일반부

대상 (1명) 상패 및 상금 2,000,000원

금상 (1명) 상패 및 상금 1,000,000원

은상 (2명) 상장 및 상금 300,000원

동상 (5명) 상장 및 상금 100,000원

모리스특별상(10명) 상장 및 부상, 상금 100,000원

김교만특별상(약간명) 상장 

특선 (약간명) 상장

입선 (약간명) 상장



2. 출품방법 세부사항
 ● 접수 : 출품 신청서 및 심사용 작품스틸이미지 업로드

1) 작품접수 : [인터넷 접수]-학회 웹하드

2) 출품자격 : 일반 및 대학(원)생

3) 표현주제 : 자유주제

 ● 작품접수방법
 1)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llustkorea.or.kr/)접수 및 참가비 결재
  & 웹하드 원본 접수(www.webhard.co.kr)  (아이디: kia1983 비밀번호:2020) 
  올리기전용> 2020국제공모전>(대학생일 경우,소속대학폴더안에)
  개인이름폴더생성> 작품업로드 
※출품신청서 양식 (A4 사이즈 작품 300dpi해상도)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 혹은 웹하드 내리기 전용에 탑재된 양식사용

 ● 작품 규격:
   1) A4(210*297mm)300dpi

   2) 평면이외의 모든 입체작업의 경우는 평면 사진촬영해서 온라인제출.

    ( A4 사이즈, 정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 45도 각도 사진)

    자세한 사항은 학회홈페이지www.illustkorea.or.kr/커뮤니티/공지사항 참조

 ● 접수기간 및 방법
  1)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2020년 11월 9일(월) ~ 2020년 11월 13일(금)까지.

  -접수: 웹하드 업로드( 아이디: kia1983 비밀번호:2020 )
         올리기전용/2020국제공모전/개인폴더생성/ 출품스틸이미지 양식 작품 업로드   

 ●출품료
- 일반 및 대학(원)생: 30,000원 

 ● 결제방법: 홈페이지(http://www.illustkorea.or.kr/) 접수 및 온라인 결제

 ● 작품심사 발표 및 시상식
⦁심사발표: - 1차 심사 발표: 11월 25일(금), 오후 8시 예정
            - 2차 심사 발표: 11월 30일(목), 오후 8시 예정.
※심사결과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온라인 상장 발송 및 우편발송
1) 수상작으로 결정 또는 수상 후에 모방이나 표절로 판정이 날 경우, 수상을 취소함 

   (당 해년도 해당부문은 재지명하지 않음)

2) 수상작에 대한 사용권리는 (사)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의 수상작 홍보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외 다른사용이 있을 시, 수상자와 협의하여 사용하며, 그 외에는사용하지 않음.

3) 수상에 대한 포기 또는 수상 취소요청이 있을 시 취소할 수 있음.

 ● 작품전시
⦁전시기간: 2020년 12월 7일(월)~12월 31일(목)까지. 약 한달 간.

http://www.illustkorea.or.kr/
http://www.webhard.co.kr
http://www.illustkorea.or.kr/


⦁전시장소: 홈페이지(http://www.illustkorea.or.kr/) (전시작품은 특선이상 출품작으로 선정)

● 출품분야
1 비상업적, 실험적 부문:
   개인적 영감에 의한 일러스트레이션, 컨셉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컨셉,패션 컨셉 등)

  추상일러스트레이션, 또는 새로운 장르와 포맷과 재료 등을 활용한 실험적 일러스트레이션

 2.. 시각부문 
  1)광고디자인: 인쇄광고, 포스터, 프린트물, 캘린더, 제품, 패키지, 실외간판, 웹싸이트 등 광고매체 

   형식을 갖춘 일러스트레이션

   2)출판디자인: 신문, 잡지 등의 출판매체에 사용되는 삽화나 캐리커처, 도표 디자인 및 책표지, 속표지, 

    본문 등에 사용되는 일반적 또는 팝업 북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

   3)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백그라운드 페인팅, 스토리보드, 테마파크 플랜 등 영화, 음반, 

    뮤직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에 사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

   4)패션디자인: 의복, 액세서리, 침구용품, 패브릭 소품 등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3. 멀티미디어 부문:
  플래시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미디어, 모바일콘텐츠, 컴퓨터게임, 인터렉티브 디자인 등 디지털 형태로

  제작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4. 입체 부문: 지점토, 찰흙, 스컬피, 종이, 목재, 금속,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

   될 수 있는 환경 공간 디자인, 캐릭터스컬프쳐, 개인작업 또는 입체평면 일러스트레이션

 
 5. 사진부문: 순수예술 사진, 보도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상업사진, 광고사진, 인물사진, 접사사진,

    풍경사진, 여행사진

r기타문의: (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031)788-7298 

    ¡ FAX: 031)788-7299

    ¡ E-mail: illust108@naver.com

   

사단법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회  장   최 인 숙

제35회 (사)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국제공모전 위원장   문 희 용

http://www.illustkorea.or.kr/
mailto:illust10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