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공원 옛사진 수집 공모전
남산에 음악당과 식물원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남산공원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반증하고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여러분의 기억 속 남산을 기다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앨범 속 잠들어있는

그 때 그 시절, 남산공원의 모습을 보내주세요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2020. 6. 15.(월) ~ 7. 31.(금)

○ 공모대상: 1901년 ~ 2000년까지 남산공원 관련 사진

○ 공모목적: 공원기록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남산에서 찍은 사진을 수집하여 기억을 공유하는 데 있음.

○ 공모유형: 사진자료

- 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 한 후 전송(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

○ 공모분야

- 남산의 주요 시설을 배경으로 한 사진

(식물원, 분수대, 팔각정, 음악당, 케이블카, 남산타워, 동상 등)

- 남산에서 보낸 일상의 기록(나들이, 소풍, 등산 등)

- 남산 행사 자료(기공식, 기념식 등 행사 사진)

○ 참가자격: 명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방법
○ 참여수량: 1인당 참여수량 제한 없음

○ 참여방법: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로 사진 및 설명자료 전송

- 전용인스타그램 (@seoul.parks.archive), 카카오톡(오픈채팅) 개설

구 분 참여방법
인스타그램 ① @seoul.parks.archive 팔로우



<제출예시>

○ 선 정: 최대 55건
- 심사위원회를 통해 참여한 기록물의 적합성 판단하여 선정

○ 시상내역

- 온누리 상품권 5건(5만원상당), 커피기프트콘 50건(5천원상당)
※ 최종 선정된 자료는 서울특별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됨

○ 공모 당선자 발표: 2020. 8. 17 (월) 예정

- 서울의산과공원 및 내손안의서울 홈페이지 및 해당 SNS에 결과 공고

② 남산공원에 대한 추억의 사진 및 내용
※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200자 내외의 설명 필수

③ 해시태그
(#20세기#그때그시절#남산#공원아카이브#시민공모)

카카오톡

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원아카이브프로젝트” 검색

② 남산공원에 대한 추억의 사진 및 내용
※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200자 내외의 설명 필수

남산 음악당

남산에 조개모양의 음악당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음악회나
노래자랑이 열렸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울려퍼진
노래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팔각정

1970년대 후반의 사진으로 저희 엄마 사진첩에서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여쭈어보니 중학교 입학을
기념해서 남산 팔각정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교복을 입고 기념하러 공원에 갔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뒤로 보이는 사람들의 의상이나 자세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재미있구요.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에 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