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2022 청강 패션뷰티 스타일 초능력대전

· 응모기간 _ 2022. 7. 1 (금) ~ 8. 8 (월)

· 응모자격 _고등학생 (청소년)

· 응모비 _ 작품당 15,000원 / 개인별 2개 종목까지 중복접수 가능

· 임금계좌 _ 하나은행) 434-910457-71707,  예금주: 조영아(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패션스쿨 교수)

참가분야

분야 세부종목 출품방법

뷰티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 아름다운 신부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 연출

1) 참가신청서:대회 홈페이지 신청
2) email 제출:  first_stylist@naver.com
① 작품 사진화일(JPG포맷): 
- 필수 컷: 완성작품의 정면, 좌측면, 우측면 총 3컷
- 자유 컷: 클로즈업 등 자유(1~2컷) 선택
② 작품 설명서(필수) 양식 다운로드(홈페이지)

3) 사진규격 : A3사이즈 이상
- 해상도 300dpi이상(스마트폰 800만 화소급 이상) 

4) 파일명: 예시)홍길동_웨딩메이크업_작품 제목

패션
메이크업

- 패션, 코디, 헤어를 아우르는
패션 컨셉(자유선택)이미지에 맞게
메이크업 연출

패션&뷰티
스타일

일러스트레이션

뷰티스타일
일러스터레이션

- k-POP아이돌 중 자유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 페이스차트 다운로드(홈페이지) 참고
- A3사이즈로 완성함

1)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
2) 작품 원본 : 우편 제출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패션뷰티스타일스쿨행정실 (어울림관205호) 
공모전 담당자 앞

-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됨

패션스타일
일러스트레이션

- k-POP아이돌 중 자유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 A3사이즈 보디차트 용지제공
- 보디차트 다운로드 (홈페이지)

02
시상 시상인원 시상내역 특전

대상 전체 1명 상장. 장학금 100만원 우선 입학

최우수상
분야별 각 1명

상장. 장학금 50만원 가산점 70점

우수상 상장. 장학금 30만원 가산점 50점

금상
종목별 각 1명

상장. 부상

가산점 30점
은상 상장. 부상

특선 상위 5% 선발
상장. 부상

입선 상위 10% 선발

03

수상작발표
시상식

- 2022년 8월 22일(월)
- 개별, 단체별 통보 및 스타일전공 윅스사이트

(https://awfsxx.wixsite.com/ckstylist) 발표

시상식 일정
수상작 전시

- 시상식 일정: 2022년 9월 초(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 
- 수상작 온라인 전시 : 스타일전공 윅스사이트

(https://awfsxx.wixsite.com/ckstylist) 

참가규정

-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기준과 과정은 심사위원단이 정함
- 수상작이 표절 판명이 될 경우, 수상 무효 처리되어 상장 및 상금, 부상이 모두 회수됨
- 본 대회 수상작이 이전 타 대회 수상작과 동일한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청강대 패션뷰티스타일스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

1. 심사위원은 각 종목당 본교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1인 이상 위촉한다.

2. 점수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내어 심사한다.
3.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 사정회의와 심사위원장의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문의 www.ck.ac.kr _ 031-639-4532 _  010-3359-3678 _ first_stylist@naver.com

04 대회제공 _ 페이스 / 보디챠트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