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년 10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시리즈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십시오! 상품을 받으세요! 1982년 이래로 수성 피그먼트 잉
크 펜의 개척자인 PIGMA Micron은 만화 및 삽화 드로잉에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새롭게 인스타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제: 내가 좋아하는 것

PIGMA 시리즈나 Sakura 제품을 사용하여 귀하가 좋아하는 것을 단일 시트로 된 만화 혹은 삽화로 그려 주십시
오. 기존 캐릭터의 사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수상자   2018 / 2017

자격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국적에 관계 없음)



시상 내역
금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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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색의 다양한 제품 / 
일본과 관련된 상품

은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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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관련된 상품

동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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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SAKURA COLOR PRODUCTS CORP.는 이메일을 통해 본 콘테스트의 시상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시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웹 신청

인스타그램 신청

이페이지하단의신청서양식으로가셔서양식

을기입하신후귀하의작품을업로드하십시오.

1단계: Sakura Color Products의공식계정을

팔로우합니다(@sakuracolorproducts).

Sakuracolorproducts 팔로우



신청 요구사항
신청 기간 외에 제출된 모든 작품은 무효입니다.
모든 신청자는 아래의 신청 지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동의한 후, 이 

페이지 하단에서 웹 신청 또는 인스타그램 신청에 대한 신청 양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웹 신청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웹 신청을 위해서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 양식을 통해 반드시 정보를 기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JPG, PNG, PDF 형식의 선명하고 밝은 작품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가로 또는 세

로 크기는 1080픽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계정이 삭제될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신청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반드시 공개여야 합니다. 비공개 설정일 경우 신청은 무효입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Sakura Color Products의 공식 계정을 팔로우해야 합니다(@sakuracolorproducts). 만일 신청인

이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입니다.
신청인이 결선 진출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드시 다이렉트 메시지에 적힌 마감일까

지 특별 신청서 양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준
주제에 대한 연관성
예술적 우수성
제품 특성의 적용성

2단계: 두개의해시태그("#sakurapmc2019" 및

"#(국명)")로작품을게시합니다. *예를들어

"#korea"과같이귀하의출신국가에따라두

번째해시태그를작성합니다.

3단계: 결선진출자로선정되면 2019년 12월경에

식별코드와특별신청서양식에대한링크가

포함된인스타그램의다이렉트메시지를받게

됩니다.

4단계: 다이렉트메시지에적힌마감일까지특별

신청서양식을작성합니다.

.



신청 기간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수상자 발표
우승자는 2020년 1월 17일(일본 표준 시)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합니다.

문의
문의 사항은 아래의 웹 양식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5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저희 SAKURA COLOR PRODUCTS CORP.는 이메일을 통해 본 콘테스트의 시상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시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웹신청

☑본인은신청지침및 “Privacy Policy”를읽었으며, 이에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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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다음정보는공개되지않습니다.

성명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확인

연령

19 세이하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세이상

웹사이트 URL

페이스북사용자명

인스타그램사용자명

작가 / 작품에대한정보

다음정보는공개됩니다

작가명

웹신청

입력 > 확인 > 완료

본신청양식을영어로작성해주십시오.



국가 / 지역

국가선택

작품의제목

설명(즉, 컨셉, 테크닉등)

사용 PIGMA

사용된기타 Sakura 제품

작품업로드



파일선택

작품업로드

질문

Pigma 만화콘테스트를어디서알았습니까?

매장

가족또는친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비메오, 기타비디오공유서비스

Sakura 웹사이트

기타

Pigma 제품을어떻게알았습니까?

학교/대학에서추천받음

가족또는친구에게서추천받음

매장직원에게서추천받음

매장에서찾음

인터넷검색(구글등)

기타

Pigma 제품을어디서구매했습니까?

선택해주십시오

매장이름



개인정보

다음정보는공개되지않습니다.

성명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확인

연령

19 세이하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세이상

웹사이트 URL

페이스북사용자명

인스타그램사용자명

인스타그램신청

입력 > 확인 > 완료

식별

이코드는 Sakura의인스타그램메시지에서알수있습니다

식별코드

본신청양식을영어로작성해주십시오.



페이스북사용자명

작가 / 작품에대한정보

다음정보는공개됩니다

작가명

국가 / 지역

국가선택

작품의제목

설명(즉, 컨셉, 테크닉등)

사용 PIGMA

사용된기타 Sakura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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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또는친구에게서추천받음

매장직원에게서추천받음

매장에서찾음

인터넷검색(구글등)

기타

Pigma 제품을어디서구매했습니까?

선택해주십시오

매장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