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벨기에 모뉴먼트 만들기
왜 당신이 만든 디자인이나 자작 도안으로만 만들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도안을 허락없이, 혹은 로열티를 주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 운동을 위해 직접 도안을 만든다면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 Canarithy의 패턴은 2번 비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운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로 제공합니다.
셔틀 사용해도 되나요? 니들태팅이나 크로셰는요?
2번 비디오는 셔틀태팅을 하고 있지만, 태팅이기만 하다면 원하는대로 하세요.
사각 모티브 1개 이상 보내드려도 되나요?
물론이죠. 우표만 충분히 붙여주세요.
언제까지 모티브를 보내야 하나요?
2018년 3월 1일(3월 말로 수정)까지 보내주시면 2018년 8월까지 다 연결할거에요!
어떤 색을 사용해야 하나요? 왜죠? 비즈를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 핑크색이죠! 어떤 톤의 핑크던 상관없어요. 핑크색은 2017년 시작된 여성운동에 사용
된 색입니다.
20수나 30수 실이 좋고, 크기는 대략 3 x 3cm 가량이어야 해요.
비즈를 사용하신다면 1. 봉투에 우표를 충분히 붙여주세요. 2. 봉투는 튼튼한 것이어야 해
요.
3. 조인할 수 있는 피코를 최소한 4개 남겨놓으셔야 해요!
2번 비디오에 태팅하는 법을 가르쳐주나요?
아뇨, 태팅할 줄 모르신다면 우선 배우셔야 해요. 2번 비디오는 태팅을 할줄 아는 사람들에
게
패턴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이 비디오는 약 15분 길이이고 타임랩스가 들어가있어요. 패턴을 이해하신다면 2번 비디오
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티브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실의 양은 약 75~110cm 정도 되
요.
모티브는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당신의 이름과 국가, 이메일주소와 당신이 사는 나라의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소망을 엽서에
적어서 모티브와 함께 봉투에 넣어주세요. 보내주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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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에 우표를 충분히 붙이시고 봉투가 두꺼우면 'NO VALUE'라고 봉투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소망은 모티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모티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뇨, 모티브를 보낸다는 의미는 < Tat a Brussels' Monument' 운동에 모티브를 무료로,
영원히 기부한다는 의미에요. 모든 모티브는 모뉴먼트로 만들어져서 경매에 내놓거나 기부
하게 됩니다. 판매가 될 경우 그 금액은 UN 여성단체로 기부됩니다.
내가 만든 모티브로 당신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엽서나 봉투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아니면 Canarithy의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
요!
이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태팅레이스를 한 종류의 예술로 조명하고, 전 세계의 여성 권리에 촛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로 알지 못하고 태어난 곳이 모두 다르더라도, 함께 공유하는 한가지의 열정 만으로 시너
지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운동에 대해 공유하고 다른 태터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 전에 번역해주시면 좋고요.
한개나 그 이상의 모티브를 보내주세요.
왜 벨기에 브뤼셀인가요?
왜냐하면
1. 브뤼셀은 유럽의 중심이며 지도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2. 브뤼게에서 2018년 8월 세계 레이스 대회 World Lace Congress가 열립니다.
3. 벨기에에서는 태팅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레이스나 예술로 인정되지도 않아요. 이 대회
와 <Tat a monument in pink lace> 운동은 태팅과 여성 권리에 대해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