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사전은 경기도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디자인관련 유관기관과 시각예술 전문기관  

배포, 외부 디자인 페스티벌 참여를 통한 지속적 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성과 목소리를 내고 계신 디자이너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 1978은, 경기도 내 지역,  

환경, 문화, 다문화, 역사적 특성을 연구·조사하고 이에 기반한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실험하고 공유·확산시키는 경기도디자인플

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8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1978은 개관에 앞서 경기도에 근거를 두고 활동 중인 디자

이너 / 팀 / 그룹 / 콜렉티브 / 독립서점 등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2020 경기도 디자이너 인명사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대용량 첨부 혹은 클라우드 링크로 전송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시, 공유 설정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접속 가능’으로

수정해 주세요.)

• 텍스트 파일 형식은 PDF, 이미지 파일 형식은 JPG로 저장 후

보내주세요.

• 접수된 자료는 자료집 제작 후 일괄 삭제합니다.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 1978

2020 경기도 디자이너 인명사전

참가신청 가이드

참가신청 링크

https://bit.ly/2Wj4uGs

참가신청 기간

      

참가신청 방식

1. 참가신청 링크를 따라 온라인 신청 양식에 접속한 후, 항목을 입력

� 전송합니다.

2. 디자이너 정보 및 작가노트, 웹사이트(또는 SNS 페이지), 대표 작품

이미지 등을 sscampus.1978@gmail.com 앞으로 공유합니다.

* 세부사항은 하단 참가자료 가이드라인 참조

참가 기준과 제한

1. <2020 경기도 디자이너 인명사전>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설문 

을 통해 접수된 경기도에 근거를 두고 활동 중인 디자이너/팀/그룹/콜렉 

티브/독립서점을 모두 소개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 없음)

2. 디자이너 학력, 연령,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 참가신청 자료가 상업공간 인테리어, 리모델링 건축 및 설계 사무소 

등의 단순 사업 홍보일 경우, 자료집 제작에서 제외됩니다.

4. 별도의 참가신청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디자이너들에게는 추후 

경기도 디자인 인명사전 1부를 발송해 드립니다. (2020년 7월 예정,

디자이너/팀/그룹 당 1부)

2020 경기도 디자이너 인명사전 참가자료 가이드라인

1. 구성

디자이너별 최소 2pp, 최대 4pp 예정 (전체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이미지

- 최소 300ppi 이상 

- 기본 컬러사진 4장 

- 이미지 크레딧

* 취합한 자료는 자료집 편집 과정에서 가공될 수 있으며, 실제 페이지에 

실리는 이미지 수도  편집 과정 중 조절될 수 있음. 꼭 원본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 표기 요망.

3. 캡션 양식

국/영문 : 제목(이탤릭), 연도, 재료, 크기 (높이 × 너비 단위)

4. 크레딧

- 국/영문 이름

- 자기소개 (또는 작가노트) : 국문 300자 (공백포함)

-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주소

5. 파일 형식

텍스트는 PDF, 이미지는 JPG로 저장하여 제출

유의사항

접수확인, 참가확정에 대한 별도의 개별안내와 공지를 (홈페이지 포함)  

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

2020 경기도 디자이너 인명사전 참가접수에 대한 문의는  

sscampus.1978@gmail.com 로만 받습니다.

2020년 5월 14일   6월 12일

https://bit.ly/2Wj4u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