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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9회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개최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서애란)와 서울주얼리지
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제19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The 19th International Jewelry
Design Contest)」이 오는 11월
개최된다.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은
귀금속 보석 관련 공모전이 증
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 30여 개
국 해외 참가자와 국내 실무 디
자이너, 학생, 일반인 등 많은

참가자들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명실상부‘국제 공모전’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위상을 갖
추게 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디자인협회는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주얼리 디자인의 우수함
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 디자
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
적 디자인 개발 촉진과 아이디
어 창출 유도 및 주얼리 산업의

인재 양성, 고용창출에 기여하
고자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공모전 주제는‘My
Story(나의 이야기)’로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추억의
이야기를 멋진 디자인과 함께
주얼리에 담아보자는 취지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당
대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형
태로 겪어나가는 과정이다. 이
러한 순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기념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으리라 생
각한다. 따라서 이번 공모전에
서는‘My story’가 담긴 창의적
인 발상과 실용성이 겸비된 진
정한 주얼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전에서는 주얼리 사
업자를 위한 2019년‘올해의 베
스트굿즈상’부문을 2회째 시
행하고 있다. 현재 주얼리 산업
의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소비
자들은 끊임없이 차별화된 디
자인과 해외 명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국내 주얼리 도매점 및 개인 매
장 등에서는 차별화된 브랜드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
께 고민하며 국내 업계 제품의
이미지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고자 공모전의 한 분야
로‘올해의 베스트굿즈상’을
개설했다. 

출품조건은 2019년도에 개발된
제품으로 현재 출시됐거나 출
시 예정인 제품에 한하여 지원
이 가능하며‘올해의 베스트굿
즈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제품
력 및 브랜드 이미지 선호도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 전략 효과
상승을 확신하는 바이다. ‘올해
의 베스트굿즈상’수상자는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에 회원 가입 시 입회비가 면제
되는 특혜도 받는다. 

서울지역 접수는 11월 13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MJC
보석직업전문학교(서울시 종로
구 돈의동)에서 진행된다. 지회
별 접수는 11월 8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각 지회(광주, 대
구, 부산, 전북)에서 접수를 받
는다. 그 이외의 지역(서울, 경
기, 대전, 강원, 제주)은 서울지
역으로 접수 가능하다. 해외작
은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
메일(kjdacontest@naver.com)
또는 웹하드로 접수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11월 6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디자인협회(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용비
어천가) 415호)로 보내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2019년 제19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은 주
얼리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와
관련학계 및 외국국적 소지자
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
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
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품접수
유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www.kjda21.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문의: 031-788-7088

- 서울, 경기, 대전, 강원, 제주는11월13일 /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11일접수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