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요강
●작품 응모기간 : 2022 년 7 월 1 일(금) 12:00 〜 2022 년 9 월 15 일(목) 23:59
※응모기간과 관련하여 연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응모자격
・연령, 성별, 직업,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단체 및 그룹 응모는 불가능합니다.
・공모전 등과 관련한 작품의 경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작품만 가능합니다.（개인전
혹은 SNS 에서 발표한 작품은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입니다.
●응모 상세 내용
・ 코픽 제품을 사용하여 만든 평면 혹은 입체 작품을 모집합니다. 다른 화방 도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길이 420mm × 넓이 297mm × 깊이 300mm , 중량 5kg 이내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길이 420mm × 넓이 297mm 는 A3 사이즈입니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테마는 자유, 디자인/아트/일러스트/공예 등 장르를 묻지 않습니다.
・1 인당 1 작품의 응모가 가능합니다.
※응모작품은 주식회사 Too 그룹에서 해외 프로모션 활동(제품 카탈로그/상품 패키지/웹
사이트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품 심사 과정
（1）홈페이지 내의 엔트리 버튼으로부터 작품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등록
신청 후에 작품이 응모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후, 응모작품으로써 사이트 내에
기재됩니다.
（2）심사 기준에 따라 작품을 심사 후, 1 차 심사 통과 작품을 선정합니다.
（3）1 차로 선정된 작품 중에, 수상 작품을 선정합니다.
（4）수상 작품을 사이트 내에 발표합니다.
●주의사항
・작품의 응모는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오리지널 작품이어야 합니다.
・ 수상 작품, 입선 작품에 대해 코픽 카탈로그, 전시회 등의 발표에 주최자가 사용,
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응모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자 분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응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방법
STEP1 엔트리
엔트리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 마이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SNS 혹은 개인 홈페이지를 개인 정보에 등록하면 다른 분들께서 여러분의 작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사전에 응모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2 작품등록
・7 월 1 일〜9 월 15 일의 기간 안에 작품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 1 작품, 사진은 3 매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작품의 컨셉, 핵심 컬러 등 작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3 응모완료
작품의 등록이 끝나면, 작품이 사이트 내에 공개 됩니다.
■수상에 대해
그랑프리 상（1 명）
상금 US＄3,000
상품 특제 아크릴 케이스에 담긴 코픽 스케치 358 색 전색 세트, 기념 트로피 등
준 그랑프리 상（2 명）
상금: US＄1,000
상품: 특제 아크릴 케이스에 담긴 코픽 스케치 358 색 전색 세트, 기념 트로피 등
차세대 그랑프리 아티스트 상（1 명）
상품: 특제 아크릴 케이스에 담긴 코픽 스케치 358 색 전색 세트
※19 세 미만의 응모자에 한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심사위원상（5 명）
상품: 심사위원 사인이 담긴 코픽 세트, 기념 트로피
차세대 아티스트 상（100 명）
상품: 코픽 어워드 2022 기념 세트
※19 세 미만의 응모자에 한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Pixiv 상 (1 명)
상품: 코픽 스케치 72 색 세트
SNS 상（1 명）
상품: 코픽 챠오 180 색 전색 세트
>>SNS 상이란?
SNS 상이란, 응모한 작품을 자신의 Instagram 에 올린 작품들 중에 선정하는 상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작품을 등록하시고, 자신의 Instagram 에 다음과 같은 Hashtag 로
투고해 주시면 SNS 상 선정 대상 작품이 됩니다.
Hashtag:『#copicaward2022』
『#copicaward_insta』
TCA Craft 상（1 명）
상품: 코픽 스케치 72 색 세트, 에어 브러시 시스템(ABS) 세트
에리어 상（5 명）
상품: 코픽 스케치 72 색 세트
어린이 상 (3 명)
상품: 코픽 챠오 180 색 전색 세트
잉크 아트 상 (1 명)
상품: 특제 아크릴 케이스에 담긴 코픽 잉크 100 색 세트
Craft 상 (1 명)
상품: 코픽 스케치 72 색 세트, 에어 브러시 시스템(ABS) 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