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PVC ECO Design Award 공모전
PVC의 유용성과 자원순환성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한 ‘PVC ECO Design Award 2020’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2015년에 시행되어 올해 6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PVC산업
분야 디자인 및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PVC는 내구성과 자원순환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바닥재,
창호, 파이프 등의 건축자재부터 인조가죽, 가방, 의류 등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공모전은 PVC를 활용한 소재로 신제품 및 재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공모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전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부된 'PVC ECO Design Award 2020'
공모세부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장

(공모세부요강)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PVC ECO Design Award 2020
□ 주최 | 주관 :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 후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주)엘지화학,
한화솔루션(주), 서울새활용플라자, (사)한국기초조형학회

□ 공모 분야
ㅇ PVC를 이용하여 유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생활의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제안
ㅇ 기존 PVC제품을 활용한 실생활의 Recycling이나 Upcycling 제안
(창호,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파이프, 전선, 시트류, 수액백, 복막투석액백 등)
ㅇ PVC의 내구성, 실용성 등을 이용한 건축, 토목, 건설, 조경, 물류 등의 산업재 제안
ㅇ PVC를 이용한 환경, 조경, 교통 등 공공시설물 제안

□ 응모 형식
ㅇ 디자인 및 아이디어 제안
- 국내외 미발표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 시제품 혹은 기성품 제안 (출시된지 5년 미만 제품)

□ 공모전 일정
ㅇ 접수 기간 : 2020년 8월 25일(화) 09:00 ~ 2020년 12월 02일(수) 18:00 까지
ㅇ 결과 발표 : 2020년 12월 24일(목) 예정
- 공모전 홈페이지(www.ikovec-pvcaward.com),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홈페이지(www.ikovec.or.kr) 공지
ㅇ 시상식 : 2021년 2월 중순(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 자격 및 방법
ㅇ 응모 자격
- 출품자의 자격제한 없음.
- 개인 및 팀(4인 이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팀)별로 3개 작품 이내로 제한
ㅇ 응모 방법 : 웹하드 제출 (www.webhard.co.kr)
- 제출물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작품구상도(이미지)

제출물

형식

대표자성명(개인/팀)_참가신청서.pdf

첨부된 참가 신청서 작성

참가신청서
작품구상도
(이미지)

파일명

(서명 후 스캔본 제출)
A2(420mmX594mm) / jpg파일 / 해상도 300dpi

작품설명서

* 손그림 스캔본 접수 가능

ex) 홍길동(팀)_참가신청서
대표자성명_작품명.jpg
ex) 홍길동_PVC작품

(손그림 스캔본시 해상도 자유)
공모작에 대한 작품 취지,

대표자성명_작품설명서.hwp

논리적 근거 등의 세부내용을 기재

ex) 홍길동_작품설명서

※ 웹하드(www.webhard.co.kr) ID : kovec / PW : pvc1234
GUEST폴더 / 올리기전용 / 개인폴더 생성 후 제출물(3가지) 업로드 바랍니다.
※ 웹하드 업로드 시, 한 폴더에 3가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함
▪ 폴더명 ex) ‘학교명/회사명_홍길동
▪ 파일명 ex) ‘대표자성명(개인/팀)_참가신청서.pdf’
‘대표자성명_작품명.jpg’
‘대표자성명_작품설명서.hwp’
※ 파일명 준수 바랍니다.
※ 여러작품 접수시, 폴더명 뒤에 번호로 표기

□ 심사 및 시상
ㅇ 심사 : PVC업계 관계자 + 디자인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
항목 (100점)

심사 기준 설명

재활용성(25점)

재활용율 향상 가능성 및 재활용 정책 부합성 등 평가

독창성(25점)

출품 아이디어의 재활용 용도개발 가능성, 차별성 평가

경제성(25점)

상업화 가능성 평가

심미성(25점)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디자인, 외관의 미적 우수성 등 평가

ㅇ 시상 내역
부분

포상

계

상장 및 상금

대상

환경부장관상

1

상장 및 1,000만원

최우수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1

상장 및 400만원

우수상

한국바이닐환경협회장상

2

상장 및 100만원

특별상

한국기초조형학회장상

2

상장 및 부상

특별상-기업부문

한화솔루션대표이사장상

2

상장 및 부상

특별상-기업부문

LG화학대표이사장상

2

상장 및 부상

입선

한국바이닐환경협회장상

다수

상장 및 부상

계

총 1,600만원

① 시상은 대표자, 팀원 모두 상장 교부 ( 팀당 최대 4명 가능 )
② 상금은 입상자 계좌입금 (다인 1조인 경우 대표자 계좌입금/추후 서류제출)

□ 유의 사항
① 공모전에 출품되는 모든 작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응모/수상작이 창작이 아닌 모방이나 표절로 밝혀지거나, 타인의 지식재산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응모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라도 주최 측에서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③ 수상작을 제외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④ 수상작을 상업적 제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 일체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됩니다.
⑤ 본 공모전에 참가하면, 위 ①~④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입상자 부담.
⑦ 공모요강

및

관련

자료는

PVC

ECO

Design

Award 홈페이지(www.ikovec-pvcaward.com)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02-780-7141 / ikovec@ikovec.or.kr

[붙임1] PVC ECO Design Award 2020 참가신청서

참 가 신 청 서

출 품 자
인적사항

성 명 (대표자)

성 명

주소 (우OOOOO)

주소 (우OOOOO)

※주소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주소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우편번호, 도로명 상세 주소 기입)

(우편번호, 도로명 상세 주소 기입)

학교명 / 회사명

학교명 / 회사명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E-Mail

작 품 명

작품설명

서약서/
동의서

※ 한글 200자 이내
(간단한 작품 요약 설명, 자세한 설명은 [붙임2] 작품설명서에 작성

1. 본인은 「PVC ECO Design Award 2020」에 응모함에 있어,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아닌
순수 창작품으로 공모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은 PVC 홍보 등을 위해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서 명
(인) , 서명
(인) ]

[붙임2] PVC ECO Design Award 2020 작품설명서

작 품 설 명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