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나의 도시 이야기 <소실과 소생 사이>

- 공모내용 : 서울의 소실과 소생의 공간
                 서울 속 사라져 가는 공간과 새롭게 생성 되는 공간을 담은 작품

                        도시 서울에 담긴 개인의 추억과 기억을 담은 작품

                        사라져가는 서울 속 골목과 도시 재생의 모습을 담은 작품

                        #서울 #골목길 #마을 #도시재생 #사라짐 #재개발 #공동체 

                        #젠트리피케이션 #사진전

- 공모일정 : 2020. 10. 19.(월)~11. 08.(일 / 24시 마감)

- 공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www.jpic.org/citystory)온라인 접수

- 공모자격 : 제한 없음 (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작품규격 : jpg, 장축 기준 3500픽셀 이상, 1점당 10mb이하
                        1인 최대 3점 이내 디지털 사진 (컬러, 흑백 제한 없음)

                        작품명, 작품 설명 (500자 이내), 촬영장소 및 촬영시기 필수 기재

                      

                      

                        <전시 선정작품은 300DPI이상의 고해상도 원본 사진파일 추후 제출>

- 시상내역 : 총 200만원 

  

 

  

구분

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인원

50명 총 200만원 및 온라인 전시

100만원 및 온라인 전시

50만원 및 온라인 전시

10만원 및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

1명

1명

5명

43명

시상내역

나의 도시 이야기
<소실과 소생 사이>

온라인 사진공모전

주관 후원

  파일명 : 지원자명_작품제목.jpg

  작품설명서 : 지원자명_작품제목_작품설명서.hwp

  예) 홍길동_나의 개봉동이야기.jpg  |  홍길동_나의 개봉동이야기_작품설명서.hwp

 

  

※ 심사 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을 경우 수상자 인원 조정 될 수 있음



2. 공모절차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0. 10. 19.(월)~11. 08.(일 / 24시 마감)

- 공모심사 : 2020. 11. 10.(화)~11. 12.(목)

- 수상자 발표 : 2020. 11. 12.(목 / 예정, 홈페이지 공지)

- 온라인 전시 : 2020. 11. 23.(월)~12. 10.(목)

- 오프라인 전시 : 2020. 11. 23.(월)~12. 31.(목)

  

- 활용계획

  

3. 활용 및 유의사항

  수상작(최우수상~장려상)은 1인당 1점씩 인화 및 액자의 

  제작 지원을 받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내 전시장 상설 전시

   오프라인 전시 : 2020. 11. 23.(월)~12. 31.(목)

 

 

  

수상자(최우수상~장려상)는 작품 소개 인터뷰 동영상 제작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 응모는 1인 최대 3점 제출가능

- 제출한 출품작은 접수기간 이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하며, 반환되지 않음

- 타 공모전 수상작 혹은 유사한 작품,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상한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함

- 응모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함

-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수상자가 공고된 상금 등의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수상작을 홍보 및 공익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등)할 수 있으며,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출품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수상자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외의 제3자(개인·기업·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됨

- 응모자는 응모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한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작품 응모 시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전 작품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공모진행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작품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을 포함한 시상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및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유의사항

- 문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02-312-3317

이메일 / citystory@jpic.org

< 심사위원장 강재훈 사진작가 / 전) 한겨레 사진부문 선임기자, 현) 강재훈사진학교 전임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