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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팩토리 x 핸드아티코리아

응모주제  |  아줄레주를 담은 나만의 패션 스타일 

응모한 원단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는 의류 제작

지중해에서 만나는 아줄레주

포르투갈 궁전과 어우러진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여름의 생동감과

이국의 신비로운 무드를 표현한 원단입니다. 

2020 마레 콘테스트

납 부 처
기업은행 477-030938-01-036

예금주 ㈜메쎄이상

출품요령

1. 소잉팩토리에서 보내주는 원단을 활용하여 제작 (총 3마)

2. 사무국에서 제공되는 원단만 사용 가능

3. 타 원단 사용 불가: 안감 및 부자재 제외 (전체 작품 중 30% 이하로 사용 가능)

    *기타 사용 가능 부자재: 레이스, 안감, 배색, 단추, 장식 등

㈜메쎄이상주 관

주 최 소잉팩토리

후 원

출품자격

참 가 비 작품 당 66,000원

소잉팩토리, 부라더미싱, 소잉팩토리 마켓, 소잉팩토리 아카데미, 소잉팩토리 원격평생교육원

소잉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1인당 3작품까지 응모가능   

 *작품 개수에 따라 참가비 납부

작품규격 수상작에 한하여 패션쇼를 진행 할 예정으로 기본 66사이즈로 제작

원단소개

완성작 & 공모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패브릭 챌린지 공모전 접수 안내

원단 신청서 접수 참가비 납부 참가비 납부 확인 후 

원단 발송

원단 신청 기간 ~ 5월 29일(금)

원단 신청 방법 원단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 원단신청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납부

작품 접수 기간 6.22(월) ~ 26(금)

작품 접수 방법
핸드아티코리아 홈페이지 -> 마레콘테스트 “콘테스트 신청서”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우편, 택배, 방문 접수

* 원단은 5월 20일 이후부터

   발송예정

 * 배송 일정 3~5일

* 온라인 신청 * 기업은행 

477-030938-01-036

(주)메쎄이상

* 우편, 택배, 

   방문접수 가능

원단 정보

MARE’는 프랑스어로 ‘연못’ 이라는 뜻으로, 자연 본연의 아름다운 색을 

비추는 연못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의 색이 아닌, 

자연만이 가진 색감을 MARE와 함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레이온린넨 (리넨55%, 레이온45%), 슬럽조직

- 항균가공

- 폭 137cm

제공원단

* 선택 원단 3종 中 선택 , 총 3마 제공 (1마 단위로 원단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

Atlas Stripe (아틀라스 스트라이프)  Azulejo Kingdom (아줄레주 킹덤)Palace Blue (팰리스 블루)

원단 이미지 요청

선택원단 A 선택원단 B 선택원단 C



6.22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mtAuGedzzWXKI_Zf_XbZLrHzbGvnpUh-dIX_GC1dUPjeaw/viewform
http://d2m30fi342zjti.cloudfront.net/wp-content/uploads/sites/2/2020/05/11183949/mare-contest_application-1.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