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요강 
●작품 응모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12:00 〜 2023년 6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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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과 관련된 기업 혹은 관련된 
대리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입니다.  
 
●응모 상세 내용 
・코픽 제품을 사용하여 만든 평면 혹은 입체 작품을 모집합니다. 다른 화방 도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체 작품일 경우, 길이 420mm × 넓이 297mm × 깊이 300mm , 중량 5kg 이내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위에 표기된 길이 420mm × 넓이 297mm는 A3 사이즈의 해당합니다. 
・작품의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테마는 자유, 디자인/아트/일러스트/공예 등 장르를 묻지 않습니다. 
・1인당 1작품의 응모가 가능합니다. 
※응모작품은 주식회사Too그룹에서 해외 프로모션 활동(제품 카탈로그/상품 패키지/웹 
사이트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품 심사 과정  
（1）홈페이지 내의 엔트리로부터 작품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등록 신청 
후에 작품이 응모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후, 응모작품으로써 사이트 내에 기재됩니다. 
（2）심사 기준에 따라 작품을 심사한 후, 1차 심사 통과 작품을 선정합니다.  
（3）1차로 선정된 작품 중에, 최종 수상 작품을 선정합니다.  
（4）최종 수상 작품을 사이트 내에 발표합니다.  
 
●주의사항  
・작품의 응모는 다른 작품이나 기존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따라 그린 작품, 
AI 를 이용한 작품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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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2 작품등록 
・5월 10일〜6월 30일의 기간 안에 작품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작품, 작품 사진은 3매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작품의 컨셉, 핵심 컬러 등 작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3 응모완료 
작품의 등록이 끝나면, 작품이 사이트 내에 공개 됩니다.  
 
■상품 관련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수여합니다.  
그랑프리 상 1명: 
상금 US＄3,000, 상품 코픽 스케치 358색 전색 세트, 기념 트로피 등 

그랑프리 상 부상 수여: 응모하신 작품이 NFT 화*가 가능하며 코픽 어워드 NFT* 
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준 그랑프리 상 2명: 
상금 US＄1,000, 코픽 스케치 358색 전색 세트, 기념 트로피 등 

준 그랑프리 상 부상 수여: 응모하신 작품이 NFT 화*가 가능하며 코픽 어워드 NFT* 
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NFT: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블록체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 그림 혹은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 즉,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 



차세대 그랑프리 아티스트 상 1명 (19세 미만의 응모자에 한정) : 
코픽 스케치 358색 전색 세트, 기념 트로피 등 

 
심사위원 상 4명, 차세대 아티스트상 100명, 지역별(에리어) 상,  SNS상 등 다양한 상과 
함께 상품을 수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