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신입 패션전문직 채용 포트폴리오 주제 및 제출방법

- 포트폴리오 주제

직군 모집전공 분량

스타일

디자이너

BEANPOLE Men

· 브랜드 택1

· '15S/S 트렌드 및 해당 브랜드의 Identity를 반영하여

1) 지원 브랜드의 Full Coordination 된

2개의 스타일 Drawing 시안 제안 (A3 1매)

2) 본인이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테마 이미지맵 제작 (A3 1매)

A3

2매

BEANPOLE Ladies

BIKE REPAIR SHOP

MVIO

Juun.J

LEBEIGE

8Seconds (남성)

소재

디자이너

BEANPOLE Men · 브랜드 택1

· 해당 브랜드의 Identity를 반영하여,

1) 브랜드 기능성 소재 활용 기획안 작성 (A3 1매)

2) 해당 기획안에 대한 소재맵 제작 (A3 1매)

A3

2매
BEANPOLE Ladies

BEANPOLE Outdoor

모델

리스트
ROGATIS GREEN

1) 상의

- 캐쥬얼 자켓 패턴 1/4 축소본 제작 (A4 1매)

- 상의 패턴 기획서 (A4 1매)

2) 하의

- 캐쥬얼 바지 패턴 1/4 축소본 제작 (A4 1매)

- 하의 패턴 기획서 (A4 1매)

※ A4 총 4매 제출

※ 패턴 원형을 직접 평면 제도하되, 커팅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본인이 제도한 사이즈를 패턴 원형에 직접 기입

※ 제도 공간이 부족하면 A4용지 앞뒤 활용 가능

A4

4매

VMD BEAKER

1) BEAKER 한남점 혹은 청담점 中 1店을 선택하고,

1층 전면 '15S/S 윈도우 디스플레이 시안 제작 (A3 1매)

2) 해당 시안에 대한 이미지 맵 제작 (A3 1매)

A3

2매

※ 지정 분량 外 접수분은 평가 제외

※ 모든 시안은 Hand drawing 外 일러스트, 포토샵 등이 활용 가능하며, 형식은 자유임



- 포트폴리오 제출방법

분류 내용

제출방법

- 제출 과제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소 Packing

- 겉표지 우측 상단에 성명, 학교, 전공, 지원직군 및 브랜드를 기재

- 반드시 등기 발송, 퀵 서비스 및 방문접수 절대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1) 과제물 스캔본을 先이메일 발송 후 소인일까지 원본 우편 발송

2) E-mail 발송 기한 : 2014.09.26(금) (f.apply@samsung.com)

※ 포트폴리오 심사 기한內 포트폴리오 원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스캔 파일로 대체하여 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도착한 원본 소인일이 9/26 이후일 경우, 전형 단계 불합격 처리함

규격

- 포트폴리오 시안은 가로/세로 방향 상관없이 본인 자유 선택하여 작성

- 단, 지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

※ 스타일, 소재 디자이너 및 VMD 지원자는 A3, 모델리스트는 A4에 작성

※ A3사이즈 : 297 X 420mm, A4사이즈 : 210 X 297mm

마감일 - 2014년 9월 26일(금) 마감 (우편 소인일 기준)

수신처

(우편번호 : 110-774)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수송타워빌딩

제일모직 패션부문 인력개발팀 신입채용 담당자 앞

기타

유의사항

- 접수 과제물은 반환치 않음

- 과제는 반드시 본인 작품이어야 하며,

과거 출품작 혹은 타인 제출 적발 시 불합격 처리 및 이후 채용 취소 함

- 지정 분량 外 접수분은 평가 제외

- 모든 시안은 Hand drawing 外 일러스트, 포토샵 등 활용 가능하며 형식은 자유

- 문의사항

제일모직 패션부문 신입채용 담당자

이메일 : f.apply@samsung.com / 전화 : 02-2076-6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