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청소년 인권 공모전」공고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정책 수행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2020년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인권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9. 17.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p 청소년 인권 공모전 개요

  ▪ 공모자격: 서울지역 내 어린이․청소년(9~24세) 누구나

  ▪ 공모주제: 청소년이 행복할 권리

      ※부제: 학교, 학교밖, 노동, 지역사회, 투표권, 성, 학대 등 청소년이 있는 모든 곳에 행복

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 공모분야

  

구 분 포스터 4컷 만화

규 격 A3(297*420mm) A4(210*297mm)

형 식 jpg, jpeg, png jpg, jpeg, png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제출마감: 2020. 10. 2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sy0404.or.kr/) 접속 

→ 인권 공모전 링크 클릭 → 참가자 정보 입력 및 작품 업로드·접수



  ▪ 시상내역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초·중등교급에 해당하는 청소년
포스터

1점 1점 1점
4컷 만화

고등·대학교급에 해당하는 청소년
포스터

1점 1점 1점
4컷 만화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상장 수여

  ▪ 상품내역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초·중등교급 문화상품권 10만원 문화상품권 7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

고등·대학교급 문화상품권 15만원 문화상품권 10만원 문화상품권 7만원

  ▪ 최종발표: 2020. 10. 28.(수)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심사기준: 적합성, 작품성, 참신성

  ▪ 시 상 식: 2020. 10. 31.(토) 14:00

          ※ 2020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상장, 상품 수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사항

    - 최종 선정작 대상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제출

    - 최종 선정작은 2020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 추후 

센터 인권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 사용

  ▪ 유의사항

    - 출품작은 초상권, 상표권, 저작권, 이미지, 영상, 음원, 문구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시상품 회수)

    - 최종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귀속

    - 우수작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이 변경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작품 응모 불가

    - 심사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

    -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 출품 불가

    - 수상작은 타 공모전에 출품 불가

  ▪ 문의: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협력팀 김민서 02-849-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