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공모요강
1. 대회개요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LG전자, 퍼시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공모전으로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
다. 본 공모전은 일반분야와 기업 지정주제분야로 출품을 받고있으며 일반분야의 수상자에는 상금 및
INT’I Student Design Workshop 참가비 지원 등의 특전이 제공됩니다. 기업 지정주제분야는 기업에서
원하는 주제를 지정하여 매년 과제가 다르게 진해되고 특전으로 인턴기회 제공 및 상금이 수여됩니다.
kaid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나아가서는 기업과 사회에 활용될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주최기관
ㅇ 주최 :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AID)
ㅇ 공동개최: LG전자, 퍼시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학회,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인테르니앤데코

3. 일정
2020.10.28~12.21

컨셉공고 및 접수 1차

2021.1.5(화)-7(목)

컨셉1차심사

2021.1.19(화)

컨셉2차심사

2021.1.22(금)

발표

2021.1.222021.2.24

도록용

자료 업로드

컨셉시상식

4. 출품자격
1.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대학원 재학생), 일반인(ex : young designer 외)

2. 개인 또는 팀(2인)으로 출품 가능 합니다.
3. 대표 디자이너가 사무국으로부터 모든 연락을 받게 되므로 접수 시 대표 디자이너의 연락처를 정
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4. 모든 특전은 대표 디자이너에게 수여되므로 팀으로 출품 시 신중하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5. KAID분야 및 기업 지정 주제 분야 모두 출품작 수 제한 없습니다.

* 퍼시스 기업지정주제 분야
1.출품 자격:

1. 개인으로만 출품 가능
2. 기졸업자 혹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3. 퍼시스그룹 R&D Designer 인턴십 참석 가능자 (2021년 초 예정, 4주 인턴십)
* 상기 전형 및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모분야
1) 일반 분야
A. 전자 및 가전용품 디자인
B. 생활 및 오피스용품 디자인
C. 주거, 실내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D. 이동, 운송기기 디자인
E. 의료, 위생, 헬스케어 디자인
F. 조명디자인
G. 공공 및 환경 디자인
H. 디스플레이 디자인
I. 산업장비, 용품디자인
J. Silver, baby, young care디자인
K. 에콜로지 디자인 (친환경디자인, 업사이클디자인..)
L. 시각 디자인 (패키지, GUI, CI..)

2) 기업 분야 - 참여기업 지정 주제
M 엘지전자
Post corona 시대에 LG전자에서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제품 컨셉 제안
1) 홈 오피스 환경 (재택 근무 및 학습 환경에 필요한 )
2) 엔터테인먼트 (홈 파티/홈 오디오 등, 집 안에서 즐길수 있는)
3) Wellness (댁내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위생 관리 / 홈 핏 등)
N 퍼시스
1. 카페에서 협업하기 위한 빅테이블을 디자인하시오.
2.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오피스 가구를 디자인하시오.
O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가구 공동브랜드 "이로채" 가구 신제품 디자인
1. 비대면, 비접촉 등 변화하는 분위기에 맞는 사무실 가구, IoT가구 디자인
2. 홈오피스, 홈카페, 홈트레이닝룸 등 집콕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모듈 가구 제안

6.수상특전
1) 일반분야
Grand Prix
ㅇ 상금 500만원, 트로피, 상장, INT’I Student Design Workshop 참가비지원 (대표디자이너 1인)
(국제 학생 디자인 워크숍 : 2021년 일본에서 1주일간 진행 예정)
Gold
ㅇ 트로피, 상장, INT’I Student Design Workshop 참가비지원 (대표디자이너 1인)

Silver
ㅇ 디자인 전문회사 인턴기회 제공, 트로피, 상장
Bronze
ㅇ 트로피, 상장
Finalist (입선)
ㅇ 상장

2) 기업 분야
M 엘지전자
'2주간 실무 체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N 퍼시스
1.출품 자격:

1. 개인으로만 출품 가능
2. 기졸업자 혹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3. 퍼시스그룹 R&D Designer 인턴십 참석 가능자 (2021년 초 예정, 4주 인턴십)
* 상기 전형 및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포상 방안: Gold, Silver, Bronze 각 대표 디자이너 1인(총3인) 신입 공개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및 R&D Designer 채용 연계형 인턴십 실시
(단, 인턴십은 실무면접 통과자에 한함)
O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ㅇ Gold 1명 100만원

+ 연합회장상장

ㅇ Silver 2명 50만원

+ 연합회장상장

ㅇ Bronze 3명 30만원
ㅇ Finalist (입선)

+ 연합회장상장

연합회장 상장 부여

7. 비용
출품료

20,000원

납부계좌
납부계좌: 농협 301-0199-4853-31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8. 접수방법
1. 홈페이지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한글 및 영문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작품접수가 가능합니다.

2) 개인 또는 2인의 팀으로 출품 가능합니다.
(사전접수는 대표 디자이너만 등록하며 참여디자이너는 작품등록 시에 입력합니다.)
* 사무국에서 모든 연락은 대표 디자이너에게만 합니다.
2. 작품접수
1. 작품접수는 출품작별로 각각 작성 해야 하며, 한글 및 영문 모든 항목을 입력 합니다.
2. KAID분야 및 기업 지정 주제 분야 모두 출품작 수 제한 없습니다.

3. 작품설명 : 500자 이내(공백포함)로, 안전한 접수를 위해 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복사하여 입력합니다.
4. 작품 이미지 (JPG 4컷)
- 이미지 사이즈 가로195mm X 세로250mm (비율 및 사이즈 엄수),
1MB이내, JPG, RGB mode를 준수하여 작성합니다.
- 실물심사가 없으므로 사진으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품 이미지는 순수 이미지 또는 판넬형식으로 그래픽 작업 가능 합니다.
5. 대표 및 참여디자이너 정보는 상장 및 수상작 도록에 사용되니 모든 항목에 정확하게 기
술합니다. (참여디자이너 정보는 대표디자이너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소개 500자 이내,
문장형식으로 작성합니다.)

9. 도록용 파일 업로드
ㅇ 자세한 업로드 방법은 수상자발표 후 공지 예정

10. 심사방식
ㅇ 1차 온라인 심사- Finalist 선정
ㅇ 2차 오프라인 본심사 – 상격 선정

11. 기타
ㅇ 문의처 : 핀업 디자인어워드 사무국
- 전화 : 02-407-2647
- 이메일 : kaid@kaid.or.kr
- 홈페이지 : http://pinup.pinu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