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 아트컬처 캠퍼스타운사업단] 

2019 동덕 월곡오거리 이름 및 캐릭터 공모전 안내사항

1. 사업목적 :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이름 및 캐릭터를 공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축제사업

을 진행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월곡오거리 명소화 

※ 월곡오거리 : 월곡역에서 동덕여자대학교로 이어지는 오거리(주소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 신청 유의사항

1) 월곡오거리 이름 공모전

응모자격 : 누구나 가능(팀 가능, 출품작 수 제한 없음)

응모기간 : 2019년 8월 5일(월) ~ 8월 26일(월)

시상내역 : 대상 50만원/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제출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ctddwu@naver.com)

제출내용 : 신청양식(첨부된 한글파일)

문의사항 : 동덕 아트-컬처 캠퍼스타운사업단(02-919-7560, yang2019@dongduk.ac.kr)

유의사항 :

Ÿ 수상작의 경우, 일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단으로 귀속되며 본 사업단 및 관계사에서 향후 사업단 아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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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 각종 홍보 및 인쇄물, 패키지, 온라인 등의 Merchandise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지급될 상금으로 

갈음합니다.

Ÿ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표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타 공모전에 동일 작품 또는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된 경우 등 사업단의 규정에 따라 수상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월곡오거리 캐릭터 공모전

응모자격 :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팀 가능, 출품작 수 제한 없음)

응모기간 : 2019년 8월 5일(월) ~ 8월 26일(월)

시상내역 : 대상 200만원 / 최우수상 50만원 / 우수상 30만원

제출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ctddwu@naver.com)

제출내용 : 응모작품, 신청양식(첨부된 한글파일)

출품요건 및 제출양식 :

Ÿ 기본형 1컷, 응용형 2~3컷으로 캐릭터 제작(단, 캐릭터 수는 제한 없음)

Ÿ A3(420×297mm)사이즈 양식에 맞추어 제작(가로 및 세로형 모두 가능)

Ÿ 72dpi, jpg 혹은 jpeg파일로 변환하여 접수

Ÿ 수상작품은 추후 원본 파일 제출(AI, PSD, EPS 등 해상도 300dpi 이상)

Ÿ 응모작품 및 지원양식(첨부된 한글파일) 동시 제출

유의사항 :

Ÿ 수상작의 경우, 일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단으로 귀속되며 본 사업단 및 관계사에서 향후 사업단 아이덴

티티, 각종 홍보 및 인쇄물, 패키지, 온라인 등의 상품 제작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지급될 상금으로 

갈음합니다.

Ÿ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표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타 공모전에 동일 작품 또는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된 경우 등 사업단의 규정에 따라 수상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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