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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

핀업 디자인어워드
PIN UP DESIGN AWARDS
핀업디자인어워드(PIN UP DESIGN AWARDS)는 정부 조달청 공식 인정 대회로, 1997년 제 1회 한국산업디자인상 인증제가 창설된 후
2008년부터 핀업 디자인어워드로 명칭을 바꾸어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최
후원

출품자격

주요일정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1년 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기업 제품의 디자인

온라인 작품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수상자 발표

도록용 파일 업로드

시상식

9월11일~10월13일

10월18일~23일

11월1일~3일 중

11월7일

11월8일~28일

12월 중

※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홈페이지(www.pinup.or.kr)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차 온라인 심사(입선작 선정)
-국내외 교수, 저명한 디자인 전문가로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방식

-온라인을 통하여 출품된 제품 중에서 우수한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제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합니다.
2차 오프라인 심사(본상 수상작 선정)
-국내외 교수, 저명한 디자인 전문가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FINALIST) 중에서 PIN UP BEST 100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PIN UP BEST 100 중 PIN UP BEST OF BEST을 선정합니다.

시상내역

PIN UP BEST OF BEST / PIN UP BEST 100 / FINALIST
※수상작 수는 분야별 출품작 수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핀업디자인어워드 수상작은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가산점 2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까지는 KS인증, Q마크 등 품질인증을 받거나 핀업 디자인어워드를 비롯한 주요대회 수상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점 5점 중 3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특전

2016년부터는 품질인증을 받으면 1점의 가점을 얻고, 별도로 핀업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면 2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음
* 조달청 사이트 참고 : http://www.pps.go.kr/

2. 상장은 대표 디자이너 및 참여 디자이너에게 수여됩니다. 단, 트로피는 수상작당 1개에 한함.
3. 수상작은 본 협회가 제정한 ‘PIN UP’로고를 부착하거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수상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분야

01

02

CATEGORY A [Tangible Design]
A. 가전제품디자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

B. 생활가전제품디자인

수기, 믹서기,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생수기, 다리미 등 소형가전

C. 정보기기디자인

컴퓨터, 휴대폰, 팩스,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D. 생활용품디자인

문구류,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

E. 이동기기디자인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 이동수단 기기

F. 중장비·기계디자인

굴삭기, 3D프린터, CNC, 전문공구류 등 산업 장비

G. 가구·인테리어 용품디자인

사무가구, 주방가구, 교육가구, 조명 등

H. 의료·헬스케어디자인

의료용품, 헬스용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I. 장신구·패션용품디자인

안경, 벨트, 신발, 구두 등 패션 및 액세서리

J. 교육·완구디자인

교구 및 완구 디자인

K. 팜디자인

농업용품, 복합기, 경운기, 6차 산업용품 등

L. 패키지디자인

용기류, 포장류 등

CATEGORY B [Intangible Design]
M. 인터페이스·인터랙션디자인

게임앱, 웹디자인 등

N. 서비스시스템디자인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 용품

O. 사회기반·공공활동·지역활성화디자인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 사회기반 디자인

P. 인클루시브·유니버설디자인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사회적 소수자(minority)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Q. 뉴비즈니스모델 구축 디자인

03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비즈니스의 계획

CATEGORY C [Space Design]
R. 공공시설·공공제품·공공설비디자인

휴지통, 가로등, 벤치, 볼라드, 사인 등 공공시설의 환경디자인

S. 주택·공공주택·환경디자인·점포디자인

개인주택, 아파트 단지 등 건축물 디자인

T. 인테리어플래닝디자인

커피점, 패션매장, 음식점, 박물관 등 상업 또는
공공시설의 인테리어 기획 디자인

※ 여러 분야에 걸쳐 접수 가능하고, 각 공모분야별 작품작 수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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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❶ 사전접수는 접수가 마감일에 몰리는 것을 대비해 미리 등록해 놓으면 안전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

❷ 한메일(다음)의 정책에 따라 @hanmail.net(@daum.com) 계정으로 사전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❸ 기업명은 기업명 리스트에서 선택하시고, 없을 경우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한글과 영어 이름을 입력합니다.
❹ 대회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사전접수 시 등록한 기업 담당자에게만 합니다.
❺ 사전접수는 모든 항목을 저장한 후 등록한 이메일에서 확인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❻ 사전접수 수정 :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사전접수 Applicant info

사전접수는 접수가 마감일에 몰리는 것을 대비해 미리 등록해 놓으면 안전하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No. yyyymmddD0001

Applicant info
Log-in Information

1

2

※ 한메일(다음) 계정으로 사전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E-Mail
Password

Company information

3

Company Name

※ 기업명은 기업명 리스트에서 선택하시고, 없을 경우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한글과 영어 이름을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

English

Address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write

Confirm

한글

4

1
@

검색

※ 대회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사전접수 시 등록한 기업 담당자에게만 합니다.

Name
Mobile
Office phone
Department
Postion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핀업 디자인 어워드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

5

Save

6 Modify

○ 동의합니다. I agree.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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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출품 작품별로 각각 작성 해야 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출품 가능하고, 각 공모분야별 출품작 수는 제한 없습니다.
❷ 작품설명 : 1,500자 이내(공백포함)로, 안전한 접수를 위해 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❸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1년 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만 가능합니다.
❹ 작품 이미지 (JPG 4컷)

작품접수

- 반드시 가로X세로 비율을 1:1로 하고, 파일 사이즈 1MB 이내, JPG형식, RGB mode를 준수합니다.
- 파일명은 ‘출품분야 알파벳-회사명-작품명-일련번호’ 로 표기 (ex. B-ㅇㅇ전자-ㅇㅇ냉장고-01)
- 파일이름에 특수문자 %$&등이 포함되거나, CMYK mode로 접수 할 경우 심사 시 이미지를 볼 수 없습니다.
- 실물심사가 없으므로 사진으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Perspective View와 삼면도(Top, Side, Front)를 제출합니다.

❺ 참여디자이너
- 제품개발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내와 외부 디자이너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대표디자이너, 참여디자이너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한글/영문 이름, 소속 및 부서, 직위, 연락처, 이메일, 디자이너소개를 예시된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안전한 접수를 위해 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❻ 저장 후 ‘작품접수’를 클릭하여 추가로 작품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❼ 모든 작품접수 정보는 수정 가능합니다.

작품접수 Subject submit
Infromation

1

※ 안전한 접수를 위해 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 시스템 장애 시 사무국(02-407-2657)으로 연락합니다. If you have any trouble, just contact us (+82.2.407.2657 / pinup@pinup.or.kr)

Sector

Select

Title of Subject

한글
English

2

Concept

한글

English

Size

3

4

X

Width

Release Date

Height

X

높이

mm

※ 최근1년 이내에 생산되었거나 1년 내에 출시가 확정된 국내외 제품만 가능합니다.

Retail Price

원(won)

Weight

g

Upload Image

2

※ 1,500자 이내(공백포함)로, 안전한 접수를 위해 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 반드시 가로X세로 비율을 1:1로 해주시고, 파일 사이즈 1MB 이내, JPG형식, RGB mode를 준수하여 업로드합니다.
1:1 size, within 1MB for each image file, only JPG file and RGB mode.

- 파일이름에 특수문자 %$&등이 포함되거나, CMYK mode로 접수 할 경우, 심사 시 이미지를 볼수 없습니다.
No Special Characters (ex. %$& etc.) are allowed for the file name.
- 실물심사가 없으므로 사진으로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Perspective View와 삼면도(Top, Side, Front)를 제출합니다.

Search

5

Designer's Credit

Search

Search

Search

※ 아래의 순서대로 한글과 영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안전한 접수를 위해 문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 저장한 후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 참여디자이너는 제품개발에 기여했다고 인정 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이너로 사내와 외부 디자이너 모두 포함합니다.
Please fill designers’ information in this format. (All designe
rs including out-sourced designers)
Name
Company Name / Department / Charge
Mobile
Email
Designer’s Profile

6

Save

7

Modify

Clo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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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Title of subject

4

the 1st
screening fee

2

the 2st
screening fee

3

Yearbook
publication fee

작품접수증 및 수상내역 출력하기

TOTAL

256mm

작품접수 리스트

Result

Title of subject 01

150,000won

300,000won

400,000won

850,000won

PIN UP BEST 100

Title of subject 02

150,000won

300,000won

200,000won

650,000won

FINALIST

Title of subject 03

150,000won

-

-

150,000won

입금액 합계

450,000won

600,000won

600,000won

1,550,000won

출품료 입금확인

입금일
2016-10-10

입금액

155만원

www.pinup.or.kr

만원

입금자명

(주)우리회사이름

출품료 및 도록 게재료
출품 작품별로 각기 소정의 출품료 및 도록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Save

5

Delete

6

작품접수증 및 수상 확인증

7

❶ 1차 심사료 : 15만원

Application No.

❷ 2차 심사료 : 30만원 (1차 심사로 선정된 입선작)

Address

❸ 도록 게재료 : 20만원/1page (PIN UP BEST 100 / FINALIST 20만원/1page)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Company Name

Name

❹ 출품료 입금확인 : 입금일/입금액/입금자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 입급계좌 : 301-0199-4853-31 (농협)
- 예 금 주 :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세금계산서 발행
- 사전접수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름, 연락처와 함께 첨부 서류를
pinup@pinup.or.kr로 보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받을 이메일주소 표기)

❺ 입금을 2회 이상 나누어 하였을 경우, 입금한 횟수대로 입력해 주세요.
- ‘출품료 입금확인’에 입금 내역을 다시 입력하고 ‘‘Save’❺를 클릭하면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Email
Mobile
Office phone
Department
Position

Entry list
Title of subject

the 1st
screening fee

the 2st
screening fee

Yearbook
publication fee

Title of subject 01

150,000won

300,000won

400,000won

850,000won

PIN UP BEST 100

Title of subject 02

150,000won

300,000won

200,000won

650,000won

FINALIST

TOTAL

Title of subject 03

150,000won

-

-

150,000won

입금액 합계

450,000won

600,000won

600,000won

1,550,000won

YYYY. MM. DD
Korea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ners

‘출품료 입금확인’에 입금일/입금액/입금자명을 입력하고 ‘Save’❺를 클릭합니다.
Print

출품작 리스트 및 출품료 내역, 수상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This is to certify of the subjects above application completed
and awards result.

❻ 출품료 입금 내역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입금 리스트를 ‘Delete’❻하고 다시

❼ 작품접수증 및 수상내역 출력하기

Result

Close

276mm

5mm

세네카28mm

5mm

276m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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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은 도록에 게재되며 도록 제작용 수상작 이미지와 디자이너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업로드 주소 및 방법은 수상작 발표 후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www.webhard.co.kr ID:pinup / pw:1234
Guest폴더-올리기 전용 폴더- 상격에 맞는 폴더를선택하여 개별폴더 생성 후 업로드
- 폴더명 : 풀품분야 알파벳_회사명_작품명(ex. B_00전자_00냉장고)

❶ 도록 제작용 이미지(JPG 4장)
- 수상 시 도록에 실릴 이미지로 순수 이미지만 제출합니다. (이미지 내 텍스트나 일체의 그래픽 작업 불가)
- JPG 포맷 : 사이즈 가로28cm X 세로28cm (비율 및 사이즈 엄수)
- 해상도 : 반드시 300 dpi 이상 제출합니다. (도록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

도록용 파일 업로드

❷ 디자이너 사진
- 각 디자이너당 1장, 얼굴이 잘 보이는 자연스러운 스냅사진
- JPG 포맷 : 사이즈 가로10cm X 세로10cm (비율 및 사이즈 엄수)
- 해상도 : 반드시 300 dpi 이상(도록 인쇄를 위한 고화질 파일)

❸ 도록 편집을 위한 수상작 내용 수정
- 작품이미지, 작품설명, 참여 디자이너 프로필 등을 작품접수시와 다르게 수정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합니다.
- 모든 정보는 트로피, 상장 및 수상작 도록에 사용되므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 기간 이외에는 업로드한 파일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없습니다.

핀업사무국 전화 02-407-2657 이메일 pinup@pinup.or.kr 홈페이지 www.pinu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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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Organizer and supporters


Organizer : Korea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ners (KAID)



Supporters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 Schedule
Application Date: Sep 11, 2017 - Oct 13, 2017
First (Online) Screening Date: Oct 18~23, 2017
Notification of the Finalist : Oct 26, 2017
Second(Offline) Screening Date: Nov 1~3, 2017
Notification of the Final Result: Nov 7, 2017
Pin Up Design Awards Ceremony: Scheduled to be held in Dec, 2017
Date of publication: Scheduled to be held in Jan, 2018

□ Fees


All subject entries : USD 135 (150,000 won) for the rst Screening



Entries eligible for the second screening : USD 270 (300,000 won)



Yearbook publication fee : USD 360 (400,000 won) for 'PIN UP BEST OF BEST', 'PIN UP BEST 100'
USD 180 (200,000 won) for ' FINALIST'

□ Types of Awards
FINALIST - Presented to entries recognized as excellent designs among all screened items
PIN UP BEST 100 - 100 winners among ‘FINALIST’
PIN UP BEST OF BEST - The selection of the best designs among ‘PIN UP BEST 100 ’

□ Eligibility
Tangible and intangible items that should produced within 1 year
or be settled to be released to the public until September 30, 2018.

□ Application Procedure and Method
 All application procedur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web site. (www.pinup.or.kr)


Application procedure through the web site is consisted of two steps, 
lling out informations of the applicant and subject registration.
 Application can be completed after web application and paying fees for the first screening are assured
by executive office of the PIN UP Design Awards.

□ Method of Payment
The organizer sends an invoice for the first screening fee - USD 135(150,000 won) per subject entry
to the applicants right after cofirming web application completion.
The applicants should pay the first screening fee to the organizer by November 7 at the latest.

※ Please contact us for an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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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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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 [Tangible Design]

A. Home Appliances Design
B. Small Household Appliances Design

Home appliances such as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ir conditioner, TV etc.
Small household appliances such as water purifer, blender,
vacuum, air cleaner, iron etc.

C. IT Devices Design

IT devices or office machine such as desktop computer, laptop computer,

D. Living Goods Design

Stationery, kitchen utensils, living goods

E. Transportation Design

Transportation such as motorcycle, bicycle, vehicle etc.

F. Heavy Equipment·Machine Design

Industrial or special equipments such as excavator, 3D printer, CNC etc.

G. Furniture·Interior Item Design

All kinds of furniture and interior item such as lighting

H. Medical·Healthcare Design

Medical or healthcare products and sports, leisure, outdoor products

I. Fashion·Accessaries Design

Products of fashion items such as clothes, glasses, belt, shoes, accessaries etc.

J. Toy Design

Toys for education or play

K. Farm Design

Agricultural tools and equipments

L. Package Design

Container and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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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devices, fax, printer etc.

CATEGORY B [Intangible Design]

M. Interface·Interaction Design

Web, game app etc.

N. Service System Design

Systems related to service design

O. Social Design

Design for regional/community development

P. Inclusive·Universal Design

Design for all for the purpose of social contribution

Q. Design-Business Model

New design-business mode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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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 [Space Design]

R. Public Design

Design for public facilities or spaces such as trash can, street lamp, bench etc.

S. House, Public Housing, Store,
Environment Design

Architecture design such as house, apartment etc.

T. Interior Planning Design

※ Multiple applications are allowed.

Interior design plan for commercial or public spaces such as stores,
restaurants, museum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