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2년부터 생산된 혁신적인 수성 피그먼트 펜은 만화나 삽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귀하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PIGMA를 사용하여 그리고 우승 시 

엄청난 상품을   

콘테스트 주제: “나의 국가” 
 

신청 기간 

2018년 3월 1일 → 2018년 6월 30일 



l   위의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주제: “나의 국가”

신청 요구사항

자격

시상 내역

금상: (1명) 기준

신청 기간

은상: (2명) 문의

우승자 발표

동상: (7명)

Pigma Micron Black 6-pc. set / Pigma Brush 8-color set / Pigma 
Micron-PN 8-color set / Pigma Micron 005 8-color set / Pigma 
Micron 01 8-color set / Pigma Micron 05 8-color set / Gelly Roll 
Moonlight and White 12-pen set / Gelly Roll Metallic 12-pen 
set / Gelly Roll White 3 Width Line set / Koi Coloring Brush Pen 
48-color set & Blender Pen / Koi Watercolors Studio 72-color 

set / Cushioning Point Mechanical Pencil / Foam Eraser W / 금색

의 다양한 제품 / 일본과 관련된 상품 

  

Pigma Micron Black 6-pc. set / Pigma Brush 8-color set / Pigma 
Micron-PN 8-color set / Pigma Micron 01 8-color set / Pigma 
Micron 05 8-color set / Gelly Roll Moonlight and White 12-pen 
set / Gelly Roll Metallic 12-pen set / Gelly Roll White 3 Width 
Line set / Koi Coloring Brush Pen 48-color set & Blender Pen / 

Koi Watercolors Studio 60-color set / 은색의 다양한 제품 / 일

Pigma Micron Black 6-pc. set / Pigma Brush 8-color set / Pigma 
Micron-PN 8-color set / Koi Coloring Brush Pen 24-color set & 
Blender Pen / Koi Watercolors Pocket Field Sketch Box 48-color 

set / 동색의 다양한 제품 

PIGMA 시리즈나 Sakura 제품을 사용하여 귀하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단일 시트로 된 만화 혹은 

삽화로 그려 주십시오. 기존 캐릭터의 사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국적에 관계 없음) 

저희 SAKURA COLOR PRODUCTS CORP.는 이메일을 통해 본 콘테스트의 시상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시상이 취소될 수 있

 ・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다음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및 작품에 대한 정보. 

   ・선명하고 밝은 색상의 그림 혹은 스캔 작업을 완료한 디지털 양식(JPEG, JPG, PNG, 10MB 이

하)의 작품 이미지. 크기는 1080픽셀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아래의 신청 지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박스를 체크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아래의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신청서 양식을 완성한 후 신

청을 위해 작품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주제에 대한 연관성 

・예술적 우수성 

2018년 3월 1일 ~ 2018년 6월 30일 

문의 사항은 아래의 웹 양식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5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https://www.craypas.co.jp/global/contact_campaign/ 

우승자는 2018년 8월 1일(일본 표준 시)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합니



신청 지침

1. 제출 가능한 작품 (3) 기타
PIGMA 혹은 다른 Sakura 제품을 사용하여 창작한 작품.

2. 제출된 작품에 대한 필수 정보

3. 신청 시 주의 사항

4. 신청 규정
(1) 제출된 작품에 대한 권한

(2) 개인 정보

- Sakura Color Products Corporation의 PIGMA 시리즈 제품(이하 “PIGMA”) 혹은 다른 Sakura 

제품을 사용하여 창작한 작품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작품은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게시됩니다. 

(1) 작품 데이터: 제출 작품은 명확하고 밝은 색상이나 스캔 작업이 완료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2) 작품 형식: JPEG, JPG, PNG 

(3) 이미지 파일의 크기: 1080픽셀, 10MB 이하 

- 제출된 작품이나 설명 내용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귀하의 동의 없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해당 작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작품은 창작자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 제출된 작품은 신청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이나 

설명 내용은 게시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작품, 상표가 포함된 작품, 기타 법적 권리를 침

해한 작품. 

       - 공공 질서 혹은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작품, 법률이나 조항을 위반한 작품, 기타 게시에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 

a.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 혹은 지적 자산에 대한 권리는 Sakura가 소유합니다. Sakura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Sakura 제품을위한 홍보 용도로 제출된 작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신청인은 제출된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Sakura는 다른 용도가 아닌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당사의 협력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

니다. 

b.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곳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raypas.com/global/privacy_policy 
 

a.  신청 규정 혹은 다른 곳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Sakura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akura의 책임이 아닌 사항으로 인한 손상; Sakura가 예측할 수 없는 특수 상황으로 인

한 손상; 손실 혹은 손상에 대해 제 3자가 요구하는 신청인에 대한 손상. 

 b.  Sakura는 본 콘테스트에 대한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상을 책

임지지 않 습니다. 

 c.   Sakura는 아래에 명시된 혹은 다른 내용과 관련된 손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 정보의 실수 혹은 오류 

        - 제출된 작품을 포함한 데이터의 소실이나 손상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문제(연결 불가, 연결 속도, 파일 전송 등을 포

함) 

 

- Sakura는 제출된 작품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 혹은 이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신청인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청 양식 

입력 > 확인 > 완료 

개인 정보 

다음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명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확인 

연령 

인스타그램 사용자 명 

작가 / 작품에 대한 정보 

웹사이트 URL 

페이스북 사용자 명 

19 세 이하 

50 세 이상 

다음 정보는 공개됩니다. 

작품의 제목 

국가 / 지역 

작가 명 

국가 선택 

설명(즉, 컨셉, 테크닉 등) 

사용 PIGMA( 

사용된 기타 Sakura 제품 

작품 업로드 

파일 선택(JPEG, JPG, PNG, 10MB 이하) 

확인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