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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사이트에서
새로워진 변화를 찾아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 아래 퀴즈를 보고 정답을 찾아 씽굿 대표 메일 good@thinkcontest.com으로 메일 주시면
선정된 다섯 분께 월간 공모전가이드북 등 다양한 경품을 회원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2-334-7540
① 가장 큰 배너(메인)의 공모전 이름의 변화를 찾아주세요.
② 씽굿콘텐츠 메인기사(볼드체)의 변화를 찾아주세요.
③ 하이라이트 배너 중 새롭게 변화된 배너수를 찾아주세요.

11

12

월

6 Thinkgood

● Thinkcontest.com은 세계를 향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

● Thinkcontest.com은 세계를 향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Thinkgood 7

12

Contents

December 2018 | 2018.12.1 ~ 2018.12.31

14 Calendar

캘린더로 보는 씽굿 주요 공모전 12월 마감 일정표

18 Planner

공모전 주최사 담당자 인터뷰 분석 | “우리는 이런 작품과 아이디어 원해요”

20 Theme

씽굿과 함께 하는 12월 분야별 추천 공모전

22 Mento

공모전 지식Q&A | 공모전 주최사를 연구할 때 체크해야 할 것은?

23 Gallery

한국가스공사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16

Report | “주최사를 연구하고 자료조사 하세요”

2018

December

공모전 INTERVIEW
24 Contest Preview 1

에스원 / 2019 에스원 아이디어 공모전

26 Contest Preview 2

한국전기안전공사 /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28 Contest Preview 3

한국일보 / 2018/19 중독 예방 공모전

하반기 공모전
수상자들의 조언 들어보니!

30 Contest Preview 4

2018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모전 수상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이나 최우수상의 영광을 얻은 수상자
들은 어떻게 공모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씽굿과
인터뷰한 수상자들의 조언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36 Winner’s Interview 2

12

월호
vol.145

펴낸곳
발행인 신선경
자문위원 김민기 김상욱 박병천 배종대
기획편집위원 이동조
전략기획 1팀/선임 김태곤 장소영 장진영 책임 김진영 신선유 박소은
전략기획 2팀/선임 전은혜 백지혜 이해석 책임 설성효 이소진 김태정
씽굿에디터 김해영 공수연 김수현 김희량 남석인 박재은 유재은 조민재
경영지원팀 팀장 심정현
기획지원팀 책임 손미정 신예주 조인혁 최교득
S·P프로모션/부장 신충호
디자인·프로모션팀 안성원 유경희
발행·인쇄일 2018년 12월 1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서교동) 5층 (우 04048)
대표전화 02) 334-7540 FAX 02) 334-7392
등록번호 월간 공모전 가이드북 마포, 라 00514
홈페이지 www.Thinkcontest.com

월간 공모전 가이드북은 전국의 300여 대학가에 무료로 배부됩니다. 전국
대학의 학생회관 동아리 연합회·취업정보실·도서관·신문사 및 대학원·대학별
각 학과사무실 등 대학 캠퍼스 주요 지점과 서울 수도권의 대형 학원가와
기업·사회·문화 단체 및 전국의 정부기관·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등 각종협회와
단체에 두루 보내어 비치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우편신청은 홈페이지(www.Thinkcontest.com)에서 안내되며 소정의
발송료를 보내주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SSN 1975-6526 07
비매품

10 Thinkgood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18 건전한 학교 지키미 UCC 공모전

32 Winner’s Interview 1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텐츠 공모전
한국가스공사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42 Winner’s Interview 3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CONTEST NEWS
44 Contest News | 한국전력공사 /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44 Contest News | 순천시 / 지방세 홍보 콘텐츠 공모전
45 Contest News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 UCC 공모전
45 Contest News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019 Bu:Star 챌린지 게임 공모전
46 Contest News | 한국전기안전공사 /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46 Contest News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47 Contest News | 충주시청 /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47 Contest News | 이데일리 / 제20회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CONTEST REVIEW
48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49 한국환경공단 | 2018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50 한국가스공사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블로그 공모전
52 여성가족부 | 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53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텐츠 공모전
54 LG화학 | 제3회 LG화학 대학생 광고 공모전
55 마포구청 | 2018 마포 관광 사진 공모전
56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영상(UCC) 공모전
57 파이낸셜뉴스 | 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5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생명나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59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8년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
CAMPUS
60 Campus On | 수능을 끝낸 예비 대학생들에게 띄우는 편지
62 Club Date | 광주 유일의 청년 강연팀 ‘영보이스토리’
64 Hot youth | 프리랜서 마케터 박현식 님
66 Column | ‘가꾸기’를 통해 청년 마음을 치유해 볼까?
68 Campus&Career | 창업휴학생 주식회사 스타테스크 심규빈 이사
CAREER
70 Global | 카자흐스탄의 모든 것
72 Special Column | 기업 사회공헌 업무의 성과 평가방법
74 Thinkgood Day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씽굿데이 캠페인
76 Photo | 씽굿 옥외광고 프로모션 가이드

시상내역
대

상

청소년 / 청년대학 각 부문
상금

상장

명(팀)

200만원

통일부 장관상

종합 1명(팀)

최우수상

50만원

민화협 상임의장상

각 3명(팀)

우 수 상

20만원

YSP 회장상

각 5명(팀)

특 별 상

300만원

세계일보 사장상

종합 1명(팀)

합

계

총 1,000만원 / 18팀(또는 개인)

“새로운 꿈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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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9일은
스마일 마크를
보내는 날입니다 !

12월 공모전 분류별 일람표
광고ㆍ마케팅 | 디자인 | 기획ㆍ아이디어 | UCCㆍ영상 | 사진 | 논문ㆍ리포트 |
문학ㆍ수기 | 네이밍ㆍ슬로건 | 체험ㆍ참여ㆍ해외ㆍ봉사활동 | 캐릭터ㆍ만화ㆍ예체능 | 기타

전시장 안내
서울 aTcenter | CECO 창원컨벤션센터 | KINTEX 한국국제전시장 | 김대중컨벤션센터전시장 |
부산 BEXCO전시장 | COEX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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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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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청, 2018.
성남시 SNS 콘텐츠
공모전
● 부산은행,

2018 BNK
부산은행 전국 대학생
마스코트 공모전
●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팬아트 공모전
● 바슈롬코리아,

바슈롬
레이셀 눈빛퀸 선발대회
● 

3
근로복지공단, 제4기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공개모집
● 국방부, 제1회 국방부
일러스트 공모전
● 디아지오코리아,
건전음주 홍보대상
쿨드링커 10기 모집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그레잇 휴머니즘 사진,
UCC 공모전
● 

9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UCC 공모전
● (사)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평화통일 S!NERGY
공모전
● 힙합퍼,

힙합퍼 SNS
서포터즈 .5 대모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UCC 및 수기 공모전
●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제6회 우리농산물
창작동화 공모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ZEUS와
함께하는 연구장비
활용사례 공모전
● 월간문학 한국인,
월간문학 한국인
제26차 창작콘테스트
● 

충주시청,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SHOW ME
THE CHUNGJU
● 프리즘디스트리뷰션

(주),
인케이스.
SMART LIVING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집
● 
KT&G상상univ/
남서울운영사무국,
KGC인삼공사 Cafe,
SapoonSapoon 활성화
마케팅 공모전

17

올캔서, 제1회 올캔서 캔!
포메이션 공모전
(영상,카드뉴스)

11
경기도청, 2019
경기미디어크리에이터
모집

● 

(재)완주문화재단

● 

18

2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18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형물 공모전
● 물리치료하는 사람들 단체,
제1회 올해의 물리치료사

에몬스,
2019년도 에몬스
장학생 선발 12th

19

26
한국소비자포럼,
브랜드마케터 팀 화이트
16기 모집

8

20

짱~! 이재형 | 사랑해요. 맹은희 | 생각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우리. 이현주 |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요! 손영은 | 씽굿과 함께 다양한 공모전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김은희 | 지구의 모든 공모전이 씽굿에 모이길! 김동언 | Fighting 이보미 | 공모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의진 | 모두들 힘내세요~! 공모전사무국 | 공모전 정보가 많아
요. 김경주 | 공모전 포털 씽굿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 박휴섭 | 화이팅
박미아 | 새로운 삶의 발견! 박소은 | 화이팅 아쟛~_~! 좋은 생각이 만드는 기적 아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숨은 보물찾기
사진영상 공모

쟛! 이진용 | Thing Good 좋는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 영원히 화이팅하시기를 기원합

15

니다. 문병선 | 더욱더 번창하세요. 김민주 | 씽굿 공모전 사이트 응원합니다!^^ 이혜

강원도청, 2019 강원도
SNS 서포터즈 모집
● 바바아트, 나는 화가다
학생 국제 전시회
● 

민 | 공모전 정보 잘 얻고 가요 파이팅! 남준일 | 좋은 공모전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

씽크콘테스트 클럽 라운지에서는 씽커회원님들의

의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이아진 | 공모전 기웃거리다가 도전해보고 싶어서 가입했

분야, 당선전략, 팀원구하기, 댓글남기기 등) 이 운영

습니다. 제 도전에 첫 걸음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장윤창 | for the

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위한 정보 소통의 창구로

future! 고성진 | 항상 고생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한지혜 | 씽굿 감사

- Think club.

22
카피킬러, 제 3회
카피킬러 UCC 공모전.
글을 쓰고 있는 당신,
표절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아이스크림티브이(주),
제 1회 2018 아이스크림
TV LIVE 대학영화제
● 
C&P아동교육연구소,
제7회 딸기상상미술대회

가 모일 수 있기를! 리강한솔 | 파이팅입니다.^^ 이한솔 | 항상 응원합니다. 전 연령층

자신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토크게시판(공모전 관심

많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21
● 

허서현 | 좋은 공모전 포털 씽굿 백차 | 화이팅,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강다희 | 씽굿 화이팅! 나도 화이팅! 정세민 | 대학생들을 위한 대표 공모전사이트 늘 감사합니
다. 이진성 |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김난영 | 모두들 화이팅! 박용훈 | 좋은 아이디어는 개인의 기쁨이고, 나라에는 발전의 힘이다. 공재경 | 씽굿 최고입니다~! 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 순천시청,

순천시 지방세
홍보 콘텐츠 공모전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경관디자인 공모전
● (주)

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사운드플렉스와 함께하는
제2회 배리어프리콘텐츠
영상 공모전

모다아울렛, 모다아울렛
영상공모전
● 애드크림,

TVCF대학생
광고평가단 모집
● 
SHAPL, 제 2회
샤플 디자인 콘테스트
● (주)

허그몬, 제 1회
허그미 영상 공모전
● 국립중앙과학관,

2018년
제2회 자연사 사진공모전,
한반도 자연사 : 바다 섬
생태

● 

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혁신과제 발굴 대국민
IDEA 공모전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및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
● 한국전력공사,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 

● 

● 

25

SAT

13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문화도시 완주 브랜드
공모전

FRI

6
성동구청,
제1회 성동구 생활밀착
사업 홍보콘텐츠 공모전
●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 서울특별시/한국경제신문,
서울 속 내 삶의 모든
이야기 29초영화제
공모전
● 

12

부산광역시, 2019
부산해맞이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 서울특별시,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EO GSEA KOREA,
EO GSEA KOREA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
창업경진대회

● 

THU

5
서울산업진흥원,
우수기업과 구직상담~
인재매칭까지,
스매싱데이-톡 까놓고
채용 Talk

● 

● 

23
● 

WED

4
부안군,
부안군 SNS사진 공모전

● 

10

16
● 

TUE

합니다. 좋은 정보 도움이 많이 돼요. 고현진 | 공모전 합격 위해
화이팅! 김승철 | 감사합니다^^
여상원 | 나만 알고 싶은

● 

보물 같은 씽굿! 황경신 | 건승하세요!^^ 이민주 | 화이팅 정다은 | 씽굿 빠이팅~! 오신영 | 지원하는 모든 공
모전에서 좋은 결과 나오길. 김혜수 | 모든 분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했
으면 좋겠습니다. 씽굿 화이팅! 김인원 | 여기까지가 여기부터로 원선주 | 캠퍼스 내 건전음주 알리고 인턴
쉽 기회 얻자! 신주영 | 삶에 도움이 된 씽굿 땡큐! 최찬영 |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임인호 | 화이팅입니다.
조현정 | 다양한 공모전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빈 | 씽굿 잘 사용할게요. 전나연 | 화이팅
진 | 앞으로 열심히 사이트 사용할 예정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힘내요!^^ 권진주 | 씽굿 너무 좋아요!

27

28
한국경제TV,
시청자가 만드는
<한입경제> 영상 콘테스트
●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제 2회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게임개발 공모전
● 

(원화·3D, 게임개발)

29

김경민 | 씽굿공모전 화이팅! 한종대 | 너무 좋은 사이트입니다! 서영우 | 국대 최대 공모전 커뮤니티인 씽
굿 최고! 김희원 | 씽굿화이링 나도 화이링 박현진 | 우리 모두 화이팅~ 강경민 |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들
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라니! 너무 좋아요!! 앞으로 공모전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편해요! 김정훈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은진 | 파이팅 성과홍보부 |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이트 씽굿~! 변은지 | 응원합니다!
김진욱 | 최고의 공모전 홍보 사이트가 되세요~! 신재은 | 화이팅~

※ 씽굿 사이트 (www.thinkcontest.com) 회원 가입시 코멘트 코너를 작성하시면
응원 메시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 Think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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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는 과정을 가져보라.”며 “비슷한 공모전의 수상작을 보며 감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B173

한겨레미디어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일반부 대상 수상자 이슬기 씨는 “누구를 보여
주기 위한 그림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전년도 당선작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 요즘 한글에 대한 생각은 어떤 방향인지
등 충분한 자료조사가 되어있다면, 내 그림에도 충분한 내용이

하반기 공모전 수상자들의 조언 들어보니!

담겨지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전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모전 수상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이나
최우수상의 영광을 얻은 수상자들은 어떻게 공모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산업 청년

씽굿과 인터뷰한 수상자들의 조언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창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축산데이터 팀은

글 이동조 전문기자

“6차산업 공모전이 단순히 공모전이 아니라 소외받고 있는 1차
산업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재미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창구로 생각하라”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밝혔습니다. 공모전 개최의 근본 취지로 돌아가서 아이디어를 고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통신소비 문화 확산과 통신서비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제고를 위해 ‘2018 통신과 생활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
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18년도 전기안전 콘텐츠 작품 공모전에서
광고부문 수상자는 수상비결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상자는 “공모전마다 목적이 있다.

첫째는 광고는 ‘아이디어’가 생명이다. 둘째는 광고는 일반인들이

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을 원하는 공모전이 있는가 하면 본 공모전과

봤을 때 ‘이해’가 빨라야 한다. 셋째는 공모전의 핵심은 ‘즐겨야

같이 공모 주최측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목적 등 공모전의 목적이

한다.’ 수상자는 광고의 경우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주최측의 목적에 맞게 글을 쓰는 게

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하다”며 “에세이 같은 경우 진실성 있는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면
읽는 이에게 한층 공감을 얻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2018년 제1회 ‘가상현실(VR) 산업안전보건 공모전’을
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대학(원)생 대상으로 다양하고 광고 공모전

(ICT)을 연결한 작품들을 모집했습니다.

에서 올해 최고상을 받은 대상 팀은 “씽굿이 소개한 주최사 담당자
인터뷰를 보니 한 눈에 이해 가능한 작품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공모전 수상자들의 가장 많은 당선비법은 무엇일까요? 주최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최한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아이디어 기획

이번 공모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김정숙 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있었다.”며 “간단하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되 ‘무역’과 관련이

제시한 주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존 공모전에서는 어떤 수상작들이

공모전’에서 총 8개 팀이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공사현장 사고사례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없을 것 같은 소스를 선정해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분들의 노고와 위험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고 또한 안타

수상비법을 소개했습니다.

배출되었는지 분석하여 공모전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차별적인
아이디어나 작품을 제안하라고 말합니다.
올 하반기 수상자들의 조언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6 Thinkgood

‘환경정보, 환경몬과 함께 한눈에 쉽고 재밌게 알자’는 아이디어로

까웠다.”며 “재해예방에 뭔가 더 효과적인 교육영상이 없을까?

최우수상을 수상한 석주·유진희 님은 “주최사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생각하다 작품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취지에

결국 좋은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최사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실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 있다는 것이 모든 수상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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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잘 홍보하는가?가 포인트”라고 기본을 강조합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2018 인권공모전’의 담당자는 “인권

가스공사와 유관기관인 도시가스사, 가스안전공사와 많이 헷갈려

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시는데, 한국가스공사만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해 달라는 주문

즉 우리가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삶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고,

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혐오 문제, 난민, 소수자,
노인, 아동·청소년 등 광범위한 이슈들을 체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행한 제5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디지털영상ㆍ
웹툰 공모전의 윤상묵 담당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공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잘 전달할까?, 그리고 그

시행하는 전시나 온라인 홍보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라며 “SNS

매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해결책을 제안하라고 소개합니다.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사를 알리는
홍보 소재로 사용될 작품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인권공모전 담당자는 “좋은 글, 좋은 이미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축은행중앙회의 ‘2018 저축은행 광고·캐릭터 공모전’ 담당자인

“인권이라는 주제가 단 몇 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야기하고자

나병필 조사역은 “광고영상, 영상스토리부문은 공모전의 핵심

하는 인권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인 ‘생활 가까이에서 도움이 되는 저축은행’을 가장 잘 표현

요소”라고 가이드 했습니다.

하는 것”이라고 가이드 했습니다. 또 캐릭터 부문의 경우에는 “79개
저축은행을 아우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던 ‘2018년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의
경우 담당자인 김부생 사무관은 타당성, 창조성, 완성도, 발생

하반기 공모전 주최사 담당자 조언 들어보니!
공모전에 도전할 때 도전자의 시각만이 아니라 주최사가 원하는 작품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 하반기 공모전 주최사
담당자들의 조언을 통해 ‘주최사가 원하는 작품’의 비밀을 찾아봅니다.

가능성, 파급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소개하며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복합재난’에 초점을 맞추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재난이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하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해결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글 이동조 전문기자

국립생태원이 주최한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인
박영준 전임연구원은 “기존에 생태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이나
전국의 벚꽃개화시기 조사와 같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라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기존에 어떠한 생태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다양한 공모전 분야에서 주최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작품은 어떤

경험을 활용하여 주제를 함축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최사의 고민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고민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작품을 제안해 달라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진행한 청렴교육 강의·강연 대회

세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카드뉴스의 경우 제시된 키워드를

담당자 정종미 주무관은 “강의분야의 경우 법령과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으로 공사 홈페이지, 블로그, 발행물 등을 둘러보고 각종 서적이나

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에

콘텐츠 공모전’ 담당자 김아영 대리는 “캠코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주제를 세분화하길 추천했습니다.

심사의 무게가 둔다.”고 소개했고, “강연분야의 경우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주요 심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주최한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분야별로는 UCC 부문에서 새롭게 도입된 자유주제의 경우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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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전’의 김수환 담당자는 “공모전 수상비결은 한국가스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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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2018년 1월, 설레고 희망찬 마음가짐으로 설정한 한 해 목표를 이루셨나요?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추억과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구에겐 힘들고 좌절하는 1년이 되었을 테고,
누구에겐 더 없이 행복하고 소중한 한 해 였을 것입니다.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어때요?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도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씽굿과 월간 공모전 가이드북을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올 한해 따뜻하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늘 열심히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 공모전 요강은 반드시 씽굿(www.thinkcontest.com)이나 주최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씽굿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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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혁신과제 발굴 대국민 IDEA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1.15~12.07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및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10.31~12.07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

UCC/영상

11.07~12.07

한국전력공사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디자인, UCC/영상, 캐릭터/만화

10.31~12.0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UCC 공모전

UCC/영상

11.19~12.09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평화통일 S!NERGY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UCC/영상,
체험/참여

11.15~12.0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11.19~12.14

순천시청

순천시 지방세 홍보 콘텐츠 공모전

네이밍/슬로건, 디자인,
광고/마케팅, UCC/영상

11.14~12.1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 SW챌린지 공모전

게임/소프트웨어

10.01~12.14

한국관광공사

2018 한국여행 꿀팁 영상 제작 공모전

UCC/영상

10.29~12.14

대구광역시

‘맛’ 포토에세이 공모전

문학/수기

10.26~12.14

강원도청

2019 강원도 SNS 서포터즈 모집

체험/참여

11.16~12.15

충주시청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SHOW ME THE
CHUNGJU

네이밍/슬로건, 디자인, 사진,
캐릭터/만화

11.14~12.16

KT&G상상univ.남서울운영사무국

KGC인삼공사 Cafe,SapoonSapoon 활성화
마케팅 공모전

광고/마케팅

11.01~12.16

부산광역시

2019 부산해맞이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활동

11.14~12.17

서울특별시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건축/건설

11.12~12.17

국립중앙과학관

2018년 제2회 자연사 사진공모전, 한반도 자연사 :
바다 섬 생태

사진

10.01~12.20

카피킬러

제 3회 카피킬러 UCC 공모전, 글을 쓰고 있는 당신,
표절에 대해 알고 있나요?

UCC/영상

11.19~12.22

한국경제TV

시청자가 만드는 <한입경제> 영상 콘테스트

UCC/영상

11.01~12.28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제5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모집

체험/참여, 봉사활동

06.01~12.31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 클래식 음악
공모전

예체능

12.10~12.31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논문/리포트, 기획/아이디어,
취업/창업

02.28~12.31

월간교육신문

2019 세계아동미술교류대회

디자인, 예체능

11.15~2019.01.04

문화체육관광부

제7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

기획/아이디어, 문학/수기

11.14~2019.01.04

에스원

2019 에스원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11.19~2019.01.1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9 Bu:Star 챌린지 게임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게임/소프트웨어

2019.01.07~2019.01.14

한국일보

2018/19 중독예방공모전

광고/마케팅

12.03~2019.01.2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디자인, 광고/마케팅,
사진, 예체능, 캐릭터/만화

2019.01.01~2019.01.31

(재)고양지식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예체능, 문학/수기

2019.01.02~2019.01.31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해법에듀

제1회 밀크T 창작동화 공모전

문학/수기

2019.01.14~2019.02.14

1년 동안 힘들었다고 마지막도 힘들게 보낼 수 없잖아요!

“2018년의 마지막 공모전 가이드북인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올 한 해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응모분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지나가는 2018년을 후회없이 즐기세요.

한번 뿐인 2018년을 좋은 기억으로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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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준비할 때 주최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최사

한국가스공사 주최

에 대해 어떤 요소나 특징을 분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에디터의 수상작 초이스

공모전에서 아이디어를 찾거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공모전 주최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체가 주최사라면 3C분석이라는 걸 해 보면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천연가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확산을 위해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8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한달여간 접수받은 작품 중 엄중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C분석은 Customer(고객), Competitor(경쟁자), Me-Company(회사) 분석을
말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공모전의 주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진행하는 주최사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상

질문을 통해 주최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슬로건 부문 대상_김기덕]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청정에너지, KOGAS”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정에너지 기업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과 비전을 표현하였습니다.

■ 이 기업은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
■ 이 곳에서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에 판매되고 누구에게 팔리나?
■ 이 기업의 경영철학은 무엇이며 그 경영철학이 제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알림

대상

대상

있는가?
■ 이 기업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가?
■ 이 기업의 주력상품과 비주력 상품은 무엇인가?
■ 이 기업의 비전전략을 무엇인가?
■ 왜 이 기업은 공모전을 열었는가?
■ 이 기업은 공모전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주최사의 내부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영상 부문 대상_이규, 박지은]
“Thank you, KOGAS! ”

[사진 부문 대상_박윤준]
“친환경 CNG천연가스 버스”

심지어는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최사 내부의 니즈와 기대 등을 충분히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과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과 비전을 표현한 사진 작품입니다.

체크한 후 공모전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뛰어난 영상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공모전에 처음 도전하는 이는 여러 번 도전 경험을 가진 이들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공모전 초보자의 경우 주최사

대상

대상

파악을 등한시 한다는 점입니다.
공모전의 준비방향은 공모전 요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주최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공모전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고 상담해 오는 젊은이들은 대개 스스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과신 때문에 주최사에 대한 정보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공모전 출발점에선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지키길 권합니다.
첫째, 공모전 요강 10번 정독해서 읽기, 둘째 주최사 홈페이지에 회사소개
등 모든 페이지뷰를 꼼꼼히 읽어보기, 셋째 언론 검색을 통해 주최사 정보를
수집하기.
글 이동조 전문기자

[포스터 학생 부문 대상_조혜준]
“천연가스를 알고 계십니까?”

[포스터 일반 부문 대상_신우식]
“이산화탄소를 지웁니다”

가스관의 모양과 배치를 통해

“CO2”(이산화탄소)에서 “C”를 지우개로 지우는 비주얼로

천연가스의 이로움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O2(산소)”를 표현한 아이디어가 기발한 작품입니다.

이 밖에 수상한 모든 작품은 홈페이지(www.한국가스공사콘텐츠공모전.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김태곤 기자
22 Think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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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원 솔루션 페어 개최> 에스원은 올해로 6회째 시큐리티 전문 전시회인 시큐리티 솔루션 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 <에스원 장영실상 수상> 에스원은 3D 2D안전환경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IR52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 상황실 및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스마트한

또한 필요 時(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통한 코칭을

영상감시 시스템입니다.

지원하여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예로 역시 당사의 안심
모바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모바일은 사회가 고령화가

공모전 참여방법과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여 피보호자(이용자)의

공모전 참여는 '19.1.14(월) 오후 5시까지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휴대폰에서 긴급통보/긴급출동/위치조회/안부, 전원 OFF 알림 등을

(www.s1-idea.co.kr)에 접속하시어 접수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만

보호자와 당사 관제센터에서 신호를 접수하여 피보호자의 안전을

접수를 받습니다. PPT 1부(10매 내외)로 필수 포함 내용은 제안

확보하고 보호자에게는 안심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가 삽입이 되게끔 작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안전/안심)는 ‘곧 폐쇄회로

응모자격은 국내 거주 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이니 모든 국민이

(CCTV)에 찍힌 영상을 인공지능(AI)가 스스로 분석하고 교통신호를

참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팀으로 접수할 시 3인 이내 구성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차량을 분산시킨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여야 하기 때문에 팀원 수를 사전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곧 우리의

예선 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은 본선에서 PT발표심사도 진행하므로

일상이 될 것 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는 이렇듯 사물인터넷

추후 발표할 것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oT)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도시를 운영/분석 측면으로

추가로 발표에 요구되는 형식은 없으며 PPT나 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연계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신규서비스를 찾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공모전 참여자들을 위한 한마디!

‘2019 에스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공모전에

우선 창의교육은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2018년 종합 대상”과

에스원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첨단 미래를 같이 그려 나가려 합니다.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해당분야 총 4회에 수상에 빛나는 당사의 인재개발그룹 사내강사 분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향후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안녕하세요. 저희 에스원은 언제나 안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과

예선에 합격하신 10팀(명)에게 생각하신 상품/서비스가 더욱 빛나도록

반영해 에스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안심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각종

직접 창의력이 성장될 만한 교육('19.01.23 예정)을 체험시켜드릴 예정

에스원이 보안업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자

임명혁 대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

입니다.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19.01.23~02.13 예정)은 예선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대거 출품되길 기대합니다! 감사

부문 등 각각의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금번 첫번째

합격한 10팀(명)을 당사 임직원과 멘토-멘티로 묶어 기존의 제안했던

합니다.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인 에스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미래를

공모전을 개최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로 고객

아이디어를 더욱 고도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공모전이 종료

분들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에스원의 미래를 같이 준비

되더라도 사회생활의 선·후배의 관계로 지속 발전될 관계를 만들어

하려고 개최하는 공모전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드리려고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에스원 고객지원그룹

준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접수 받고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9 에스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019년 1월 14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 담당자인 에스원
고객지원그룹 임명혁 대리님을 통해 공모전에 대한 궁금증을

부탁 드립니다.
수상작품에 대한 별도의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풀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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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진영 기자
● 에스원

소개

에스원은 1977년 국내 최초의 보안회사로 출범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사회에 '안전과 안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해 왔다.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보안상품을 선보이고

3가지 응모 분야가 있던데요! 각 분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상작품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대상으로 응모자들이

있으며 빌딩솔루션과 SI(시스템통합), 모바일, 융합보안 등 보안의 영역

첫번째로 A.I를 활용한 안전/안심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당사의

스스로 실효성과 성능 검증을 할 수 있게 Proto타입 제작을 지원할

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과 안심은 물론 일상생활의 편의

SVMS라는 영상감시 시스템입니다. “지능형 행동 인식 영상 알고

계획입니다. 당사에서는 Proto타입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과

까지 고객이 365일, 24시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리즘”을 통해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 분석, 탐지하고

더불어 당사 인프라 및 서비스와 제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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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대상

▶ 포스터 대상

▶ 사진 대상

▶ 웹툰 대상
<2018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부문별 대상 수상작>

응모작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 2018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 중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공모전 수상자들 단체사진

▶ 공모전 상장 수여중인 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

▶ 공모전 금상 수상작 활용광고 신문게재

합니다.

공모전에 응모하실 때 응모요강을 잘 숙지하셔서 이에 맞게 응모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실

황석현 대리

벌써 공모전이 20회째를 맞이하였는데요. 공모전 소개를 다시 한 번

포스터 부문에 초등학생, 광고ㆍ웹툰ㆍ사진 부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의 황석현 담당자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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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의 응모자들을 위한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

2차 심사를 위해 1차 선정작 원본을 접수하다 보면 규격이 맞지 않아

전기안전 관련 소재는 응모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습니다. 전기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매년 생기는데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안전이라는 소재를 어려워 마시고 주변의 사례를 찾아본다면 쉽게

없었습니다.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참가자 여러분들이

전기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밀접하면서도 소홀해지기 쉬운 대상

이번 공모전을 통한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번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전기안전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입니다. 이에 전기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전기안전 계몽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

기대합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하지만, 이번 공모전은 응모자 본인이 전기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생활 속 전기안전’을 주제로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응모자 분들이 전기안전 관련소재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며 자신도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비 응모자들에게 수상을 위한 팁을

모르는 사이에 전기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안전 실천화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의 메인 주제는 ‘생활 속 전기안전’입니다.

글 장소영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974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기술지원은 물론, 전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전기안전 요령이나 수칙을 표현하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떤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길 원하시나요?

되지만, 가정 내 전기안전 수칙만을 고집한다면 타 응모작과 차별성이

20회를 맞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공모전이니 만큼 매년 작품들이

방과 관리 업무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전기안전 요령보다는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기안전 전문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가정 이외에 캠핑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장소의 전기안전 소재를

시대에 맞는 전기안전요령(전기자동차, 무선기기 등 전기안전) 또는

맞춘 전기안전 공공플랫폼 개발을 통한 진단기술 고도화, 국가 주요행사

활용한다면 수상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집 외 장소에서의 전기안전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으면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도 커다란 일익을 보태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기재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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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캘리그라피 부문의 신설이유는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캠페인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에서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진행 시 슬로건&캘리그라피를 활용한다면 전국민이 함께
만드는 캠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수상작품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하시나요?
사실, 도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랜드에서는 카지노 운영으로 부득이 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도박 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7/18 중독 예방 공모전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위 중독 안에서도 도박을 주제로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전 참가자
들이 중독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문별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활용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년도 심사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활용이 많이
되었던 소재가 아닌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 접수를 기대합니다.
응모주제에 맞춘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으며, 남들과

▶ 2017/18 중독 예방 공모전
UCC부문 대상 “The sweet depth”

▶ 20017/18 중독 예방 공모전
웹툰 부문 대상 “멀찍이서 바라보면”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대중성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예비 참가자들의 수상을 위한 Tip과 응원메시지 부탁드립

특히, 포스터 부문에 경우 많이 활용되었던 소재를 활용하기 보다는

니다.

다른 소재를 중독과 연결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응모주제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단순히 중독이라는 단어에 집중

될 것 같습니다.

하시기보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여 중독을 통해 깨닫고, 느끼며
활용도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출품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공모전에 지원하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8/19 중독 예방 공모전의 개최 취지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표절 및 저작권에 가장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심사 진행 시

중독의 심각성, 폐해를 보여주는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의

중독을 깨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중독

네티즌을 통한 표절심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비슷한 이미지,

접근 방식으로 제작하신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깨어나 행복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의미에 슬로건으로

타 공모전 수상작품 등의 유사한 콘셉트를 활용한 작품이 아닌

글 이해석 기자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만의 독창성 있는 작품을 출품해주세요.

박춘배 과장

공모전을 통해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모전

또한, 이미지 및 음원 사용 시 필히 저작권이 없는 음원 또는 이미지를

및 캠페인을 통해 전국민이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독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또는 음원, 이미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한국일보 주최, 강원랜드,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 후원으로

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 공모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

주시기 바라며, 추후 저작권 침해가 우려 될 시 수상에서 제외될

진행되는 「2018/19 중독 예방 공모전 및 캠페인」이 올해도

니다.

수 있습니다.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도박,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공모전!
전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올해는 더 좋은

참가자들의 공모전 참여를 통해 중독에 폐해를 알고, 중독 예방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수상작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의 중독 예방 캠페인 자료로 활용되며,

작품들이 접수되기를 바라며 금년 공모전 담당자 강원랜드

●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소개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는 카지노 운영으로 부득이 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도박 중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1년 9월 국내 최초의 도박중독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각종 도박과 관련한 개인, 가정,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병·의원 및 지원 단체, 기관과 연계 지원망을

중독관리센터 박춘배 과장님을 만나 사업의 자세한 이야기를

올해 슬로건&캘리그라피 부문의 신설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상작 순회전시와 수상 작품집 제작, 경기버스 G-Bus 영상광고,

형성, 실질적인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 진단과 치유 활동 기반을

들어 보았습니다.

응모 분야 중 아이디어 분야를 빼고 슬로건&캘리그라피 부문을

미디어보드 영상 광고 등 언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연중 캠페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UCC, 포스터, 웹툰, 슬로건&캘리그라피 4개 부문으로

진행합니다. 선정 된 수상작품을 적극 활용하여 중독 예방에 힘쓸

또한, 지역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각종 교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변경하였습니다.

예정입니다.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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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신청사 전경

▶ 제131회 KERIS 미래교육포럼

▶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육존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본부

이원민 담당자

▶ 2018 전국대학도서관 대회

▶ 2018 이러닝코리아 체험 모습

▶ 이러닝 교육 우간다 솔라스쿨

등의 상처와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운영 주최 측의 안내 및 운영현황, 상금 등의 전달을 위해 지도교사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학생의 시각에서

참여를 권장 드립니다. 참여 팀 수상 시 지도교사도 동일하게 수상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생각들을 기대합니다.

하게 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교육의

‘2018 건전한 학교 지키미 UCC 공모전’에 간략한 소개와 공모전

일부이기에 교사의 지도하에 작품을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목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모전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건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메시지를 담고자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상하는 상장 및 부상 외에

예비 참여자들에게 공모전 TIP과 응원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상작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인 팀에게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

영상의 화려함과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학생들의 현장감 넘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는 어떤 형태의 영상(영화,

정보원에서 개발하는 ‘정보윤리 홍보 영상’의 제작에 직접 참여할

메시지를 주요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뮤직비디오, 다큐, 애니메이션 등)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세요.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는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의식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2018 건전한 학교 지키미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7일(금) ~ 2019년 1월 8일(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이원민 담당자님을 만나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 이소진 기자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의식, 학교폭력 예방의 각 주제에 대해

사전제작지원팀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작품에 대한 열정을 지원하고자 사전 제작비(7만원)를

먼저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의식이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제작비를 희망하는 팀에서는 지도

마땅히 갖춰야할 교양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

교사가 반드시 참여하며 조건으로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매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격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최적의 ICT 기술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글과 영상, 그림, 댓글, 카톡, 게임 등)에서 익명성

심사하여 총 20팀에게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용된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이나 폭력성에 의존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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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소개

교육의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교폭력으로 교내·외 뿐만

응모자격에 지도교사에 대해 언급되어 있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아니라 사이버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왕따

드립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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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상

이종민 님

“재능을 살려 음악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 텐 츠

“국민들과 소통하는 캠코 이야기”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텐츠 공모전

공 모 전

수·상·자
인·터·뷰

▶ 캠코 콘텐츠 공모전 통합 대상 수상자인 이종민 님

대상 수상작인 ‘캠코가 지켜줄게요’는 캠코의 역할을 직접 작사·
작곡한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나요?
우선 저의 재능을 살려 음악으로 영상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 시상식 현장

더욱 쉽게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과정을 통해 캠코의 역할을 노래와 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저의 재능을 살리고 싶었기에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떠한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캠코의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알 수 있었고,
캠코 업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며 얻은 자료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보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 권남주 경영본부장 인사말

작품을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 속 최대치를 끌어 올릴 수 있을까, 내가

▶ 대상 수상작 ‘캠코가 지켜줄게요’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있을까’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1월 23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182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대상 1편, 부문별 최우수상 1편씩을 포함한 총 18편이 최종 선정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됐습니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당선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공모전에 참가하여
글 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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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도 쌓고, 저만의 콘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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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부문 최우수상

김성언, 안영우, 박소정, 오유정 님(부경대)

“캠코가 가계·기업·공공을 위해 하는 일은?”

공모전에 참가 한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입상을 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걸 만들면서 기쁨도 느끼고,

힘들고,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만족감도 느끼는 것에 목적을 두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준비하기

하지만 망설이기보단 옆에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내보세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서 힘들 것 같다던 생각이, 함께 하면 점점 구체적으로 실행될

또한 출품작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해서 주제를 놓치는 것

겁니다. 먼저 고민하기보다 무엇이라도 지원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

보다는 주제에 집중해서 하나씩 맞춰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뉴스 부문 최우수상

장상언 님(고려대 세종캠퍼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캠코 콘텐츠 공모전 UCC 부문 최우수상 수상팀 김성언, 안영우, 박소정, 오유정 님

저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공모전 공고를

최우수상 수상작인 ‘캠코, 키움을 더하다’는 어떤 작품인가요?

보게 되었고,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카드뉴스

스톱모션을 활용한 기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작의 경험이 많아 좋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참여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공기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캠코가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또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캠코 입장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에서 가장 홍보되었으면 하는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게 되어

그래서 저희는 캠코가 가계·기업·공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쉽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캠코의 마스코트인 키우미가 직접
캠코의 역할과 사회 기여상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

최우수상 수상작인 ‘당신의 든든한 서포터즈’는 캠코를 서포터즈로

했습니다.

비유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는데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

또한 스톱모션을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얻은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드립니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젊고 새로운 시각과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사실 처음엔 UCC 부문으로의 참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카드뉴스

▶ 최우수상 수상작
‘캠코, 키움을 더하다’

부문으로 참가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으로 회사를 홍보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저는 ‘서포터즈’ 라는 단어에서 ‘지원’의 이미지와 더불어 젊고
새로운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튜브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지

조금 많이 갈 것 같긴 했지만, 너무 예쁘고 저희의 주제를 잘 나타내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든든한 서포터즈‘라는 표현이 올해

않아서 UCC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어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팀원들 덕분에

▶ 최우수상 수상작
‘당신의 든든한 서포터즈’

주된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싹 가셨습니다. 처음엔 직접 출연해서 찍어야 하나?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같은 그림을 몇 번이고

또한 기존 카드뉴스를 보았을 때, 평범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도 했지만, 팀원들이 찾아준 영상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그리고, 자르고, 색연필로 색칠하는 게 힘들었지만 서서히 완성되어

많아 보여 중소기업의 좋은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뜻밖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계속 동영상을 보다 보니 딱! 이거다 싶은 영상이

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일러스트를 활용하고, 색감은 대체로 밝은 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할 예정이고, 공기업 취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활용한 스톱모션을 이용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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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모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준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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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홍보
콘 텐 츠

공 모 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청정에너지,
KOGAS”

영상 부문 대상

이규·박지은 님

“공사의 숨은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 표현했어요”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 이규, 박지은 님 시상식 기념사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각 부문 수상자 기념 사진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Thank you, KOGAS!” 작품을 제작
하였고, 국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상작 ‘Thank you, KOGAS’

대상을 수상한 ‘Thank you, KOGAS’ 수상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영상 대상을 축하

‘Thank you, KOGAS’라는 작품은 천연가스의 중요성과 이런 천연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가스

안녕하세요? 저는 Thank you, KOGAS!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수상한 서강대학교 이규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한국가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천연가스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이 함께 알아가

공사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스공사의 여러 대외활동들에 대해

작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는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며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자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왔습니다.

넓은 보급망과 높은 보급률 등을 얘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영상 ▲포스터(일반) ▲포스터(학생) ▲사진 ▲슬로건 5개 부문으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민들에게 사명을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넘어간 후반부에서는 그런 천연가스를

진행 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과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부문 대상

내세워 물건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숨은 노력과 끊임없는

을 차지한 영광의 수상자를 만나 수상스토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으로 세계 1류 기업으로 우뚝 선 한국가스공사를 표현했습니다.

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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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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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스공사에게 “Thank you”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국민의 말로

하게 되었고, 부족한 실력에도 이런 큰 상을 주셨기에 그런 기회를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활동 쭉 이어나가겠
습니다.

이번 공모전 상금 중 일부를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공모전 수상 노하우가 있다면? 공모전 예비 참여자에게 한 말씀

저는 초등학생 때, 우연한 계기로 UCC대회에서 입상한 후로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여 작품을 제작하며, 여러 공모전에 나갔었습니다.

사실 저는 씽굿 공모전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공모전 공고를 보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고글 하단에 적혀있는 이동조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였지만, 상을 받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코치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전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부모 가족사랑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을

주최한 주최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 포스터(일반) 부문 대상 수상자 신우식님

이때 받은 상금 50만원을 도움이 필요한 ‘한 부모 가정’에 전달

그래서 저는 작품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공모전 포스터를 몇 번이고

“이산화탄소를 지웁니다!”의 작품 의도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천연

마지막으로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게 되었는데 수상의 기쁨보다도 더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

다시 읽어보고 어떤 주제가 가장 적합할 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가스 공급과 개발로 대기 질 개선에 앞장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공모전 도전시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모전에 대해

습니다.

소요하는데요. 본인이 주최사의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모전에 주제와 목적을 정확히

바라보며 제작하신다면, 수상의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CO2(이산화탄소 화학기호)의 ‘C’를 지우는 지우개를 한국

파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스공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영상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포스터(일반) 부문 대상

신우식 님

포스터(학생) 부문 대상

“대기 질 개선에 앞장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 수상작
‘이산화탄소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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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준 님

“천연가스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 즐거웠어요”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포스터(일반) 대상을

‘천연가스를 알고 계십니까?’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1차 심사에 선출된 다른 분들의 출품작을 보며 대상은

우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엄마한테 수상소식을 받았다는 말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큰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

듣고 처음엔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홈페이지에

니다.

제 이름이 뜰 때까지도 혹시 잘못 전화가 온 게 아닌가 하고 조마

그리고 대상의 영광을 주신 한국가스공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조마하기도 했어요. 미술을 제대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드리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스스로 자신감도 생겼고 너무 기뻐요.

‘이산화탄소를 지웁니다’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작품을 출품

이번 공모전을 참여하게 된 계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게 된 계기와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학원에서 공모전에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에게 이번

평소 공모전에 관심이 많아 씽굿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공모전을 추천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미술을 시작한지 오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수상작
‘천연가스를 알고 계십니까?’

되지 않아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천연가스에 대해 많이 배우고
그리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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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마치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 생각이 되어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특히 남산에서 운행되는 CNG 천연가스 버스가 가장 어울릴 거라
생각되어 촬영하여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모전마다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모요강을 잘 살펴서 어떤
주제와 취지는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응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포스터(학생) 부문 대상 수상자 조혜준 님 시상식 기념사진

▶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자 박윤준님

그리고 전년도 수상되었던 작품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천연가스라고 하면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경제적인 이미지를 뽑아낼

아무래도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 물체가 아니기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을 작품에 담아내는 과정이 어려웠었던

때문에 천연가스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점인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슬로건 부문 대상
사진 부문 대상

김기덕 님

“사람들이 따뜻한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윤준 님

“공모전 취지와 주제를 잘 파악하여 도전하세요”

대상을 수상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청정에너지, KOGAS’에
대한 작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사진 대상을 축하

천연가스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할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천연가스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족들과 지인 분들도 많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달하려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을 좋게 평가해주신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분들과

▶ 수상작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청정에너지, KOGAS’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 홍보

홍보 슬로건의 이미지를 품되, 보는 사람들이 따뜻한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일이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콘텐츠 공모전 슬로건 대상을 축하

마지막으로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니다.

대상을 수상한 ‘친환경 CNG 천연가스 버스’ 수상작품에 대한

우연히 공모전 소식을 접하고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영광

주최 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럽게도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쁩니다.

슬로건의 경우는 국어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것도

출품작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은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슬로건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있으니까요. 공모전의 핵심주제 방향을 설정해 작품을 만들면

알리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수상의 영광도 함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무엇이고 어떻게 공헌하는지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상작 ‘친환경 CNG 천연가스 버스’

평소에도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요즘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도 곤란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친환경 천연가스를 이용한 CNG버스에 호감과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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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과 사람이 함께 한
여행 추억이 담긴 사진”

찍다가 1984년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본격적인 사진가로의 길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 대학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사진석사과정을 공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2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백제, 21세기 꿈나무를 만나다」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이민호 님의 도전가이드를 들어보았습니다.

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소풍 갈 때 사진관에서 사진기를 빌려서

가지고 있는 분야에 깊이 있는 사진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 작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다큐멘터리, 사진을
만나다/ blog.naver.com/minoylee)를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사진공부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자 이민호 님

상

이번 공모전에 출전하게 되신 계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남 공주시 산성동입니다. 지명에서 보듯이

이민호

님

세계유산 공산성 바로 아랫동네에서 살지요. 그러다 보니 공산성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2초 동안 서 있다가 8초간은 벽 옆으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사진

피해있게 해서 얻은 결과사진입니다.

작업을 2012년부터 6년여의 기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 노출 등은 40%정도 부족하게 되었고 6호분 벽들은
그러던 어느 날 월간사진 잡지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정상적인 노출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사람이 흐릿한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진공모전에

그림자, 또는 유령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적이 없었기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지원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초점과 노출이 부족하게 촬영한 이유는 ‘백제’가 21세기
꿈나무인 어린이를 만나기 때문입니다(어린이가 백제를 만나는 것이

그러나 저는 내 고향 공주와 관련된 공모전이고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아님). 즉 어린이 둘이 15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만나는 극적인

늘 접하며 살고 있는 공주시민이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외부인이

여행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또는 잠깐 방문해서 찍은 사진다수가 상을 받게 된다면 공주
지역에서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닐까?

1500년 전 그 곳을 갔다가 돌아오는 적극적인 여행이었기에 백제의

하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어 사진 1컷과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그것도 여행객이 1명이 아니고

습니다.

2명의 복수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글 장소영 기자

▶ 「백제, 21세기 꿈나무를 만나다」 대상 수상작

수상하신 「백제, 21세기 꿈나무를 만나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당시 송산리 고분군 6호분 모형관에서 사진프레임을 삼각대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소감은?

고정시켜놓고 6호분을 관람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랜 시간

“저에겐 대박사건이었습니다. 가족들(부모님, 아들, 딸) 그리고 특별히 아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너무 긴 시간을 서방님 사진공부에 투자했는데 이제야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빨간 원피스에 흰색 땡땡이 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둘이 나타났고, 부모에게 촬영을 허락 받고 촬영을

제 직업은 현재는 대학교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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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수상자가 소개하는 사진 공모전 당선 팁
1. 공모 주제 한 가지를 단순 명확하게 보여주기(많은 것을 보여주려다
오히려 주제가 약화됨)
2.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내가 생각한 의도나 주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생각과 똑같이 보여지는지 확인하기)
3. 촬영대상 장소를 여러 번 찾아가기(아침, 점심, 저녁,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등 다른 시간대에 찾아가 또 다른 멋진 의미 찾기)

시도하였습니다. 어두운 장소라서 1컷 촬영시간이 20초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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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총 42점의 수상작 선정 예정
•‘나에게 더 가까운 에너지’라는 주제로 영상과 웹툰 2개 부문 공모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누구나 참여가능한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혁신도시를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UCC 영상 공모전 시행
•오는 12월 9일까지 이메일 접수
•총 상금 1,200만 원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대상) 수여
•혁신도시 관련 자유 주제로 작품 응모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도시 UCC 영상 공모전’을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산업 트렌드를 감성적으로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한다.

올해의 주제는 ‘나에게 더 가까운 에너지’이며 전기의 효율적 사용,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세상, 디지털변환 등 글로벌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UCC 영상은 혁신도시 유튜브 계정,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 등에 게재되어 혁신도시

에너지 트렌드 및 미래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한전의 다양한 역할과 노력들을 담은 3분 이내의 영상과 8컷 이상의 웹툰을

정책 홍보,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홍보를 통해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에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 작품은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영상과 웹툰 각 21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이메일(innocity.tv@gmai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www.kepcocontest.co.kr)에서 얻을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예비심사(내부위원) 및 최종심사(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부문별 대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20개

수상작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한전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고 국민을 위한 공익 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등 총 26개 작품을 선정하여, 12월 17일(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 및 수상팀에게는 총 상금 1,200만 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상(대상)을 수여하며, 응모작품 중 추첨을 통해 10팀에 각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이번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한전과 에너지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에너지 세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시, 「지방세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오는 12월 14일까지 접수
•슬로건과 이미지·UCC 2개 분야로 응모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처:공모전 담당자 044-201-4486)

“부산의 새로운 스타게임을 찾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9 부스타[Bu:Star] 챌린지 게임공모전’
•우수 게임콘텐츠 4개 작품 선발, 총상금 1,000만원 규모
•부산글로벌게임센터 內 사무공간 제공,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국내 최대 ‘2019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특별부스 전시 기회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지방세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세에 대한 관심 제고와 다른 지역에 순천시를 알리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만든 참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 부산글로벌게임센터(이하 BGC)는 ‘2019 부스타(Bu:Star) 챌린지 게임공모전’을 올해

지방세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 되었다.

3회째로 개최한다.

성실한 세금 납부의 소중함과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지난 1~2회 공모전에 입상한 총 8개팀 중 4개팀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게임인재의 등용문인 이번 공모전은

응모방법은 슬로건은 주제를 잘 나타내는 간결한 문구를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이미지·UCC분야는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 및 동아리, 예비 창업자(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순천시는 형식을 간소화 하고 수기 그림 작품도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품 유형도 제한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작품은 분야별로 4명씩 우수작을 선정하여 최고 70만원 시상금을 지급하며, 입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공모내용은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게시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상작품은
2019년 지방세 홍보물 제작과 SNS 및 인터넷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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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바일, 콘솔, VR·AR 등 모든 장르의 디지털 게임 콘텐츠를 공모한다. 부산·경남지역 소재의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시상 내역은 총 4팀(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으로 총 1천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국내 대표 인디게임 전시회인
‘2019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Fest)’ 특별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현업 게임 전문가와 함께하는 킥오프 워크숍 참가 및 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 출품작 접수는 2019년 1월
7일(월)부터 1월 14일(월) 18:00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이인숙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부산 게임산업을 이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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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전기안전 의식 진작과 안전문화 확산”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SHOW ME THE CHUNGJU」 시행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
•포스터, 광고, 웹툰, 사진 등 4개 분야
•1월 오픈 홈페이지 통해 접수 진행

•사진, 웹툰, 손글씨 등 3개부문 6개 분야에서 콘텐츠 공모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접수 홈페이지(www.smtc.kr)에 게시
•지역·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응모가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201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전기안전 콘텐츠 작품을 공모한다.

충주시가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SHOW ME THE CHUNGJU」를 개최한다.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은 포스터와 광고 등 각종 시각 매체를 활용해 국민의 전기안전 의식 진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 분야는 사진(가족, 커플, 청소년, 반려동물), 웹툰, 손글씨 등 3개 부문 6개 분야로 진행되며, 사진은 충주시 명소를 테마로

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함께 마련하는 행사다. 2019년도에 20회를 맞는다.

가족·커플·청소년·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이어야 한다. 웹툰은 충주여행을 소재로 한 경험담·
에피소드를 담은 창작물이어야 하고, 손글씨는 충주시의 관광자원을 주제로한 관광캠페인 문구·메시지여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초등 부문), 광고, 웹툰, 사진(이상 일반)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생활 속 전기안전을
주제로 한 작품이면 출품할 수 있다.

응모작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온라인심사 및 2차 오프라인 심사를 하며, 주제적합성·창의성·
작품성·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입선작 등 120여점 이상을 수상할 계획이다.

응모 작품은 2019년 1월에 오픈되는 공모전 홈페이지(design.kesco.or.kr)를 통해서만 접수 받는다.

입상자에게는 충주시장 상장과 함께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입선작에는 5만원

응모 마감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며, 접수된 작품들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 오는 2019년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중 최종 수상작이 가려질 예정이다.

충주시는 총상금 2,000만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체험관광의 메카 충주를 전국에 알리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보할

4개 분야 80명의 입상자들에게는 총 3,355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 별 대상(大賞)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상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접수 홈페이지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여된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개최
•2019년 1월 2일부터 31일 접수 진행
•대상 수상작 상금 1,000만원
•수상작은 다양한 콘텐츠 사업화 진행

‘청년이 미래다’ 제20회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총 상금 3,000만원

•오는 12월 20일까지 예선 접수 시행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부문별 대상에게 장관상 및 상금 수여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경제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예선 접수가 오는 12월20일까지 시행된다.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지역 스토리 발굴을 위해 ‘2018 고양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나는 앵커다(경제) △일자리가 미래다(일자리) △IT는 미래다(산업) △나는 디지털기자다(교육) △나도 KFC
할아버지가 되어보자(기업마케팅) 등 총 5개 부문이 각각의 컨셉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201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콘텐츠 자원을 확보하고 스토리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을
강화하며 이야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앵커다’ 부문은 저출산 또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택1하여 2분 브리핑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조선 최초의 국립 영빈관인 벽제관을 소재로 2015년에 개발된 ‘벽제관’ 시나리오는 영화 제작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북한산성

‘일자리가 미래다’부문은 급변하는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신 직업 아이디어를 500자 이내 아이디어 요약본을 내야 한다.

등을 소재로 2016년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도(史圖), 숨겨진 진실’ 외 두 작품은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웹툰, 음원
콘텐츠로 개발되어 지역정보 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2017년 스토리 공모전 대상작 ‘이무기’ 는 한국

‘IT는 미래다’ 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사업 모델 아이디어를 500자 이내로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2018 넥스트콘텐츠페어(Next Content Fair 2018)’에서 지역 우수 스토리 피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나는 디지털기자다’ 부문은 청년실업문제 또는 남녀 고용 근무환경 불평등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뉴스형식의 영상 또는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미지 제작물을 제출해야 한다.

2018 공모전 또한 고양 지역의 인물, 장소, 사건, 역사, 문화자원 등 고양시 관련 소재를 창조적으로 활용·해석한 순수 창작

‘나도 KFC할아버지가 되어보자’ 부문은 KFC 신메뉴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스토리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총 상금 3,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제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각 부문별 장관상 및 상금이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접수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31일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

주어진다.

고양스토리 공모전 홈페이지 (http://goyangstory.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생 경제유니버시아드 공식 홈페이지(univ.edaily.co.kr) 또는 사무국(02-3772-03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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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제세계유산센터

- 전국 총757점 응모접수
- 수상작 27개 작품 선정
- 대상에 이민호 씨 수상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시상식, 서울역 전시와 함께 진행

▶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 단체사진

한국환경공단

“함께해요 환경사랑+”
‘2018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한국잡월드에서 10월 5일 시상식 개최
- 홍보대사 이상화 선수 참여
지면광고, 사진 등 3개 부문별
- 정크아트,

수상작 발표, 정크아트 부문 대상
‘화려하게 다시 한 번’

▶ 2018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자 단체 사진

(재)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최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여행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심사를 맡았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잘 표현하고 누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2018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사진 부문 대상 ‘몸살 앓이’는 국내 최대 저수지인 예당저수지에 폭우 뒤 떠내려

수상작 전시가 지난 11월 2일, 서울역에서 열렸다.

유적을 방문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수상작 4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온 온갖 생활 쓰레기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청소부의 모습을 아름다운 저녁

수상한 작품들이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여행하다”라는

노을과 대비해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 접수마감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총 3,326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주제로,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전국에서

수상 작품은 대상 1점 문화재청장상과 300만원, 최우수상 2점 충남도지사상,

총 757점의 사진들이 응모되었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전북도지사상 및 각 200만원, 우수상 3점 공주시상장, 부여군수상, 익산시장상

참여했다.

및 각 100만원, 입선은 센터 이사장상과 각 50만원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환경에 대한 부쩍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정크아트 대상에는 700만 원, 지면광고 대상에는 500만 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각 부문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대상은 정크아트 ‘화려하게 다시 한 번(민성진, 윤성민 작)’, 지면광고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

‘머그컵과 팔짱끼기(박이룸 작)’, 사진 ‘몸살 앓이(김경욱 작)’가 선정됐다.
대상에 이민호씨가 출품한 ‘백제, 21세기 꿈나무를 만나다’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작들은 지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전시되었고

최우수상에는 최지수씨의 ‘투박한 듯 우아한 정림사지 5층석탑’과 김춘배씨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재)백제세계유산센터 홍보자료와 SNS 채널 등을 통해

정크아트 부문 대상 ‘화려하게 다시 한 번’은 버려진 장난감, 페트병 등 폐자원을

이번 공모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자리를 함께해

‘세월’이 각각 선정됐다.

소개될 예정이며, 엽서, 달력 등으로도 제작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작품소재로 활용해 해양 쓰레기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환경사랑이라는 공모 주제와 잘 어우러진다고

또한 우수상으로는 김기창씨의 ‘금서루 야행’, 김재득씨의 ‘아름다운 백제유적’,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를 통해 확인

김재현씨의 ‘백제속으로’가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입선으로는 21점의 작품이

할 수 있다.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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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문을 직접 시상했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http://www.kecopr.or.kr:11558)에서 볼 수 있다.

평가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지면광고 부문 대상인 ‘머그컵과 팔짱끼기’는 손가락을 머그컵 손잡이에 거는

보다도 높아졌던 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작품의 주제에 공들인

모습을 ‘팔장끼기’로 표현하며, 머그컵 사용으로 1회용 컵,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던 만큼 순회전시를 확대해 많은 관람이 이루어질 수

줄여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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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총 1,176의 출품작 중 81편 선정
- 수상작품 공사 홍보관 전시 진행
- 영상부문 대상 시상금 일부 기부

2018년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2018년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 단체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블로그 공모전’ 시상

- 수상작품 총 17편 선정 시상
- 대상 거북이사남매팀
- 작품은 유튜브 등에서 감상

▶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블로그 공모전의 시상식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2018년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특히, 이번에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규(서강대)·박지은(강남대) 학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작은 인기 TV프로그램을 패러디하여 일상생활 속

공모전’ 시상식을 11월 9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상금 중 100만 원을 가스공사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할 뜻을 밝힌 가운데, 가스

이하 RAPA)는 2018년 11월 19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를 재치 있게 풀어나간 거북이사남매팀( (김현중, 이제형, 김지혜,

공사는 이에 100만 원을 더한 총 200만 원을 올해 저소득층 겨울나기 사업에

열린 「2018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임다예))의 「전자파에서 살아남기」 작품이었다. 대상 수상자에게 과기정통부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각 부문별 수상자 및

지원하기로 했다.

동영상·블로그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되었다.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수상작을 인천기지본부 홍보관(11.13~20) 및 대구 본사
홍보관(11.22~30)에 전시하고 SNS 채널과 공모전 홈페이지(www.한국가스공사

「생활 속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블로그 공모전」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동영상 분야 최우수상(국립전파연구원장상)은 옛 속담을 인용하여 전자파의 안정성

콘텐츠공모전.com)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모전이다.

및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상우의 「피호봉호! 기인지우」 작품이 수상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가스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전자파 인식개선에 관한 자유내용이었으며, 접수기간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지난 6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개월간이었다.

가스공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자 공모전을 마련했다.

하였고, 최우수상(중앙전파관리소장상)은 전자파의 발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영상, 포스터(일반·학생), 사진,

나가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공익기업으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슬로건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밝혔다.

총 1,176건의 출품작 중 우수작 81건을 최종 선정했다.

알기 쉽게 전달한 박기영의 「내 친구 전자파」 작품이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RAPA의 이동통신 무선국 전자파 강도측정 포털사이트(http://www.

올해는 모집분야에 동영상(UCC)뿐만 아니라 블로그 분야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emftest.or.kr)와 유튜브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생활 속 전자파에

참여 활성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꾀하였다. 심사에는 전파기술 및 미디어제작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으로 소통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17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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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국무총리상 류세정 학생(대안여중)
- 미술작품 ‘할머니의 미소’가 선정
- 총 27개 팀의 우수작품에 시상

「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 여성가족부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공모전 전체 수상자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시행

- 대상 1팀 등 총 18팀 수상
- UCC부문 이종민 님 통합대상
- 캠코 온라인 홍보콘텐츠 활용

▶ 2018 제4회 캠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단체 기념촬영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올려 나비들을 놓아주는 모습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아물지 않는 기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2018 제4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콘텐츠

2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와 저작권 침해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대상 1편, 부문별

국무총리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희망을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을 상징했다.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1월 23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최우수상 1편씩을 포함한 총 18편이 최종 선정됐다.

나비로 표현해낸 류세정 학생(대안여자중학교)의 미술작품 ‘할머니의 미소’가
선정됐다.

개최했다.
우수상은 매화꽃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나비처럼 훨훨 펼쳐지길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본부장은 “공사의 정체성이나 사업내용면에서

바라는 마음을 공예로 표현한 김서인 학생(전남도립대학교)의 ‘마음을 포개며

이번 공모전은 캠코가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공모전 출품작들의 완성도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6일(월)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

펼치다’와, ‘위안부’ 소녀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노래로 담아낸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비전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고 좀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수상작들은 앞으로 홍보소재로 적극 활용되어 캠코가

에서 시상식을 열고, 류세정 학생을 포함한 총 27개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대학생팀 990(서울예술대학교)의 ‘소녀였던’ 작품이 수상했다.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미술, 영상 등 수상작들의 전시와 함께 음악 및 공연 분야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UCC 부문 16건, 카드뉴스 부문 166건,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공사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 공식 SNS에

이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수상 5팀의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또한, 시상식 이후 서울역(11.27.~12.2.) 등

총 182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응모작품은 광고·홍보분야 교수로 구성된 외부

게시하여 캠코의 온라인 홍보콘텐츠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주요 장소에서 수상작이 전시된다.

심사위원단(3인)과 캠코 주요부서 기획팀장으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단(5인)의

장려상 24팀)에 시상했다.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해 마련되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는 총 1,400여 편의 공모작이 접수됐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음악 및

할머니들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공연 분야에 뮤직드라마 등 ‘영상’ 접수를 추가하여 받은 결과 생동감과 창의성

공모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배우는 계기가 되길

높은 작품들이 많았다.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통해 할머님들의 상처치유와 명예 및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우수상 수상작 ‘할머니의 미소’는 흰 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팔을 한껏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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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 대상 김재원·이성훈(단국대 4)팀
- 총250여 편의 작품 예선 통과
- 대상팀에 HS애드 인턴십 경험

제3회 LG화학 대학생
광고 공모전 시상식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LG화학 대학생 광고 공모전의 수상자들

마포구청

2018 마포 관광 사진 공모전
17개 작품 시상식 열어

- 총 238건 ‘마포 담은 사진’ 접수 돼
- 우수상 ‘DMC 풍경’과 ‘문화비축기지…’
- 주요 관광 접점지에서 수상작 감상가능

▶ 2018 마포 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자가 상장을 받고 있다.

LG화학이 ‘제3회 LG화학 대학생 광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1월 16일 서울

총 상금 1,500만원에 대상 수상자에게는 HS애드 인턴십 기회까지 주어지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마포의 생생하고 다양한

여의도 본사 LG 트윈타워에서 열었다.

터라 경쟁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재치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대거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포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식은 11월 5일(월)에 열렸으며 상장과 함께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30만원, 입선 수상자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포진해 있었다.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수여되었다.

수상은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네티즌

‘사진으로 담은 마포’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9월 3일부터

평가 기간 동안 4만7천여 명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방문하고, 유튜브

28일까지 총 62명 238건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전문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조회수도 총 13만을 기록할 정도여서 올해는 이를 고려해 인기상 부문을 신설했다.

총 17점(우수 2점, 장려 5점, 입선 10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3회를 맞은 공모전은 영상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보는, 영상 광고 공모전 방식으로
형식을 바꿔 전년도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진행됐다.
접수는 지난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이뤄졌으며, 엄정한 평가를 거쳐
250여 편의 작품이 예선을 통과했다.
대상은 LG화학의 다양한 사업과 비전 그로 인해 변하게 될 미래를 감성적으로

우수상에 선정된 ‘DMC 풍경’과 ‘문화비축기지 민속놀이’(우수) 외에도, ‘경의선

이후 또 한 번의 평가를 거쳐 결선에 오른 작품은 광고 전문가의 심사는 물론이고,

표현한 ‘화학으로 꿈꾸다’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재원 (단국대 4), 이성훈

숲길3’(장려), ‘환희’(장려), ‘위풍당당! 서울함공원’(장려), 여름날 메타세콰이어길’

네티즌들의 평가까지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이렇게 선발되어 최종결선에 오른

(단국대 4) 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저 역시 광고인이라는 꿈을 꾸게 됐다”며

(장려), ‘마포의 달’(장려) 등이 당선되었다.

13개 작품이 다시 우열을 가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벅찬 소감을 밝혔다. 대상 팀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HS애드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심사결과는 10월 25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하였다.
공모전 당선작은 지난 11월부터 관내 관광호텔, 여행자 편의시설 등 주요 관광

주제는 ‘LG화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고’와 ‘충전을 테마로 한 30초
영상’ 두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 LG화학에 대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끝내며 성환두 LG화학 상무는 참가자

접점지에서 열릴 전시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마포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다양한 생각을 30초 영상에 담았다.

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성 상무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홍보

및 SNS 등에서도 볼 수 있다.

▶ 2018 마포 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대사다. LG화학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수상자들을 다시 한 번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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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파이낸셜뉴스

‘울산광역시 영상(UCC) 공모전’
당선작 발표

‘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 10월 1일 까지 실시, 총 39개 작품 접수
- ‘24시간 안에 울산 투어하기’ 대상 수상

▶ 2018 울산광역시 영상공모전 수상자 단체사진

-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길이다’ 대주제로 공모
- 3차까지 심사 거친 후 수상작 6편 선정
- 광주형 일자리 갈등 분석한 논문 ‘대상’ 영예

▶ 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수상자 단체 사진

‘울산광역시 영상(UCC) 공모전’ 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됐으며

모두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으랏차차 울산’(이형석, 이승주)는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의 대주제는 ‘한국경제,

뉴스신문 사장은 “이번 수상작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젊은이들이 제안한

모두 39개 작품이 접수됐다.

뮤직비디오 형식과 시원한 드론 영상, 직접 제작한 음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들이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을
접수된 39개 작품을 대상으로 1차(자체), 2차(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부

특별상은 ‘자연 친화적 울산’(원성창), ‘고나비와 떠나는 힐링 여행’(이선영, 권단비,

최우수(1개), 우수(1개), 장려(2개), 특별상(7개) 등 모두 11개 작품이 당선작으로

이정원, 박정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청정 산업수도 생태 관광도시 울산’

선정됐다.

(천정환), ‘빛나는 청춘 울산’(윤기수, 박성우), ‘해몽:해울이의 꿈’(신예나, 이원영,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3대 경제기조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다.

대립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 도입을 ‘죄수의

임유리), ‘울산여행 울산에서의 7일’(김민철), ‘헬로우 울산! - 청춘 중구를 가다’

이 가운데 성장부문에서 핵심 정책기조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딜레마 게임’에 적용해 분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문은 분석을 통해

(우정용, 장석영, 안재경, 지수환)이 받았다.

성장동력을 찾는 ‘혁신성장’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안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USR 성과인증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창의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대안까지

배경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이 이뤄졌다.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공모전의 소주제는 △블록체인 육성 전략 △한국 바이오산업 혁신 전략 △한국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남북경제교류협력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직업군 육성 방안 등 10개

제고 방안’은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모색 방법으로 북한 경제특구에서

분야별로 나눠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도입을 제안했다. 남북경협에 블록체인

일반부 최우수 작품은 ‘24시간 안에 울산 투어하기’(김한결, 박동형, 이선호)로
하루 안에도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울산 여행을 소개했다.

당선자에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 300만 원, 우수 100만 원, 장려 각 50만 원,
울산의 명소를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영상과 편집의 완성도가 뛰어나 높은

시상식은 11월 1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우수작의 ‘A Moment in ULSAN’(이석현)은 울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세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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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성과인증제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기업과 노조의

울산시 전인석 대변인은 “공모전 결과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됐다”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블로그, 유튜브, SNS, 인터넷 방송 등에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장려작 ‘울산을 담다’(김연경)는 모션 그래픽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영상, 편집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를 위한 상호 협력 전략:

특별상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점수를 받았다.

영상과 다양한 촬영기법으로 소개했다.

맡았다.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북한 지역에 투입된 남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될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주현 파이낸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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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Review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생명 나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 후원
- 총 131편 중 10편 수상작 시상
- 대상작에 ‘창피한 일이 아니야’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생명나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사진

-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전국민 관심 유도
- 총 72팀 참가, 6팀 최종 선정
-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원장상 및 상금 150만원 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2018년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공모전 수상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생명

대상 1편(창피한 일이 아니야), 최우수상 3편(두개의 심장, 사랑의 장난감 병원, 생명공식),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2018년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과 150만원의 상금이

존중시민회의가 후원하는 ‘생명 나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우수상 3편(생명을 나누는 법, 별주부전-토끼의 간, 미래를 있습니다), 장려상 3편(나눠볼

시상식을 지난 28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서 개최했다.

수여됐다. 이밖에도 우수상인 아기돼지삼형제팀(유영탄, 이준우, 노수영, 이유경)에게

11월 23일 수원시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수 있는 아름다움, 박동, 헌, 확, 행(헌혈로 확실하게 행복하자))은 '생명 나눔'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은 “생명나눔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

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지원했다.

가운데, 생명 나눔을 콘텐츠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데

마련됐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을 ‘축산물이력제로 안심 ON’블로그와 기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고, 국민들에게 축산물이력제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자료로 이용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생명나눔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59일간 총 72팀(92명)이 참가하여, UCC 제작부문과

콘텐츠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툰 제작부문에서 개성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각 부문 전문가, 교수, 그리고 센터 관계자 등 내·외부 심사위원 6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이번 공모전은 생명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전달을 위한 참신한

이번 공모전에는 UCC 29점, 웹툰 59점, 포스터 43점 등 총 131점이 출품되어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및 100만원의 상금이, 인기상인 이종민, 이종휴 에게는
이번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은 이력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예정이다.
백종호 축평원장은 “축산물이력제가 대국민에게 한층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공모작에 대한 평가는 1차 내부평가단 평가와 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있도록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대국민 투표로 총 6개 팀을 선정했다.

작품을 통하여 축산물이력제가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리고 그 활용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UCC부문에는 당고개사람들(홍준영, 서진호, 이재선), 웹툰부문에는 김종현이

58 Thinkgood

Thinkgood 59

수능을 끝낸
예비 대학생들에게 띄우는 편지
올해도 대학의 관문인 수능이 최근 끝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로 여겨지는 수능을 처음 본 이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위해 노력한 이들도 있겠지요. 예비 대학생들 모두 지금
까지의 자신의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겨울은 행복하게

행복하게 할 이유들은 많습니다. 점수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을

어느덧 12월이 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이 차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숫자에 흔들려 한번뿐인 지금의 행복을

있나요?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아쉬움, 허탈함, 속상함

놓친다면, 다시 오지 않을 19살, 20살의 이번 겨울이 너무 아쉬울

모두 잠시 접어놓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노력했을

테니까요.

여러분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큰 산을 넘은 직후의 시간인 만큼 이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다시 시작의 문 앞에 서서
수능을 마치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누군가는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수능은 종착지

아쉬움의 공기

기억으로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인생이 조금 더 흘러 지난 수능 날의

수능은 그냥 점수가 아닌 인생의 시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험생의

수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아침공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 더 큰 어른이 되는 날, 여러분은

수능에 따라 다양한 길로 제각기 달려갑니다. 하지만 모두 처음

입장이 되면 수능은 부담감 그 자체가 되어 수능 날까지, 혹은 더

몇 시간의 시험이 끝난 후 학교를 나오는 그 허전함, 홀가분함은

지금의 시간을 추억하며 살게 됩니다.

이라는 단계를 밟게 되고 시작이라는 문에 서게 됩니다.

길게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인생에 있어 언제 또 느껴볼지 모르는 감정 중 하나로 남습니다.

이 때를 그리워하며 하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만나지 못한

모두의 시작이 아름답기를, 먼저 시작이라는 문에 서본 사람으로서

수능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준비를

아쉬운 누군가는 한 번 더 경험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게 되지 않도록.

응원합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기에, 그 시절의 기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모두 불안해하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12년을 이걸 위해 달려왔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볼 수

수능보다 더 큰 소중한 것들과 함께 하세요.

아직 매일 추억하기에 여러분의 그 시작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것이 바로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매일

있습니다. 수능은 그만큼 모두에게 비슷하게도, 또 완전히 다르게도

여러분의 지난 수능일이 잊혀 지도록, 남은 겨울은 포근한 날들만

좌절해도 상관없어요.

매일이 D-며칠인지 셌습니다.

다가옵니다.

계속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또 오래전에 수능이라는

그 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빛나니까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하루하루 그 날이 다가올수록 주위 사람들의 격려, 위로는 따뜻함

수능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끝은 여러분의 시작이고 또 다음입니다.

산을 넘은 여러분은 그 다음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때의

시작의 계단을 올라갈 여러분을 씽굿이 함께 합니다.

보다는 부담이 되어 다가오곤 하지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그 날에만 있을 그 순간을 아쉬움에 놓치지 마세요.

기억을 떠올려보면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지는 않나요?

마치 수능이 끝나면 함께 끝날 것 같은 느낌으로 가득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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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남석인 에디터

수능을 잘 봐서, 재수에 성공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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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 영보이스토리 기획회의

▶ 청년강연 콘테스트

▶ 토크콘서트

▶ 청년이 청년에게

▶ 영보이스토리 학생문화주간

세계 유일한 당신만의 강연을 들려주세요!
광주 유일의 청년 강연팀

‘영보이스토리’

강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주 한잔하며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커피
한잔하며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씩 갖고 살고 있진 않나요?
세계 유일한 당신만의 강연, 영보이스토리에게 들려주세요.

수 있는 야시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해피부스 야시장’을 통해 모두가

불어넣었습니다.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의 청년문화를 만들어 가는 ‘영보이스토리’ 텔러들은

최근 전남대학교에 많은 행사들이 생겼습니다. 야시장부터 콘서트와

‘해피부스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대 유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날, 힐링

모두 청년들이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토크콘서트 cnu 톡투유, 전남대 내의 공간을 활용한 G&R HUB의

학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허브 공원 등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하게 된 ‘전대미문’의 경우 평범한

강연까지 학생을 위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
저녁에는 60만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도전! 용봉벨’이라는 이벤트를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청년이 청년에게’와 ‘전대미문’

학생도 얼마든지 인상 깊은 강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행

진행하였고, 전남대 동아리 콘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1년 동안

이었습니다. 실제 에디터가 가장 인상 깊게 참여했던 행사이기도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바람의 중심에는 청년들의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만들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발표 및 공연하고 경합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청년이 청년에게’는 주로 유명한 청년인사나 청년창업가들이

가는 ‘영보이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우승한 동아리와 소모임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전남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문화가 부족했던 지방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느끼고 배웠던 것을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영보이스토리’라는 청년강연팀은 전남대 학생처와 협업하여 지난

에디터가 참여했을 때는 ‘노마드로그’의 오심인 대표와 ‘세바시’에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학생문화주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였

또한 해피부스데이는 낮에 진행되는 행사였던데 반해 학생들이

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밤에 진행되는 행사 ‘해피부스 야시장’도
이어졌습니다.

6일과 7일에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셀러가 되어 플리마켓을 운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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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도 많은 야시장이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올해로 3회 째 진행되고 있는 ‘전대미문’은 대학생 누구나 일상에서
어느덧 전남대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강연한 이동진 씨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지방의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나가는 광주 유일의 청년 강연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독립출판의 길을 걷게 된 오심인 대표

‘영보이스토리’가 더 멋진 ‘문화의 도시, 광주’를 만들 것이라 기대

이야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알고 실행하는 건축학과

합니다.

출신의 파일럿 이동진 씨의 도전은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정신을

글 조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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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캠프족
(Out+Campus)은?
; 대학내에 머물지 않고
캠퍼스밖에서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 활동파 대학생.

프리랜서 마케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마케팅 캠페인 전략수립, 콘텐츠 전략 수립, 고객 유입경로를
설계하고, 고객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언론사의 리브랜딩을 위해 콘텐츠 기반의 SNS 전략 수립,

▶ 현식 기획 브랜드 이미지

업무 제휴를 맺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저널리즘을
▶ 포트폴리오 PR 사진

구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 스토리텔링, 홍보 등 모든 일을 혼자 진행하시나요?
취업, 창업도 아닌 1인 마케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금은 영어회화 학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구축
부터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전략,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기사와 콘텐츠를 발행하여 네이버

까지 브랜드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아 일을 합니다.

메인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프리랜서 마케터들과

이후 사람들을 만날 때 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의

함께 TF(Task Force) 단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일환으로 개인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현직자분들에게 명함을 드리며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드렸

대외활동 계기
1인1경영,
나를 브랜딩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습니다.

▶ 현식기획×소리드림 마케팅 프로젝트 사진

많은 분들이 일자리 추천도 해주시고, 마케팅 교육도 듣게 해주시는
인적 자원이 한정된 스타트 업 마케팅이 기억에 남습니다. 데이터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분석과 가설 검정 프로세스를 통해 타깃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인의 영업력이 받쳐준다면 프리랜서 마케터는 정말 매력적인

마케팅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앱 다운로드 1만 건을 달성하였

이때부터 저의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마케팅 업계에서

어디에 소속되어있든 ‘박현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신뢰감이 들게끔

유명한 교수님의 저서에 게재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 명함을

프리랜서에서 Free가 붙었다고 해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만들게 된 것이, 지금 프리랜서를 하는데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1인 마케터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직업입니다.

때문에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개인적인

마케터로서 차별화 된 나다움은 무엇인가요?

역량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총 8개의 대외활동, 2번의 인턴과 프리랜서,

저는 화학공학과를 전공하며 경영, 철학 수업을 청강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시길

■ 아웃캠프족

2번의 개인 프로젝트를 경험하였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전공을 공부하면서 논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은 신경

프리랜서 마케터 박현식 님

새로운 일을 맡아도 업무 이해도가 높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또한,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작게 쪼개서 보는 것과 가설을 세우고

쓰지 말고 보다 창조적이고 나다운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증하는 사고를 배운 것이 현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대외활동, 2번의 인턴과 프리랜서, 2번의 개인
프로젝트 경험이 새로운 업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정
직장이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핵심역량을 발휘하는
프리랜서 마케터 박현식 님을 소개합니다.

또한, 대외활동을 통해 친분이 생긴 기업의 대표님들을 주기적으로

마케팅 직무를 준비하신다면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뵙고 도와드릴 것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인연이 되어 클라이언트로 함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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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마케터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에 대한 저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대표님들께 믿음을 얻을 수
본인이 정말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와

글 김해영 에디터

현식 기획메일주소 : hyunsik1230@naver.com
인스타그램 : hyunsik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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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꾸기’를 통해
청년 마음을 치유해 볼까?

▶ 농촌마을

하루하루 도전하는 삶, 불투명한 미래. 의외로 청년들 중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거나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주나 게임을 선택하기보다 ‘가꾸기 농업’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이 땅의 청년 여러분, 치유농업을 만나보세요.

▶ 치유농업활동사진

▶ 자연에 위로받는 현대인

치유농업의 유형

▶ 농촌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5. 농작물 수확 치료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활동을 시행합니다. 자신의 수확물로 음식

1. 사회적/치료적 원예

만들기, 화관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뿌듯함과

식물과 원예를 행복증진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원예와 정원 가꾸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이 중심활동입니다. 이 유형은 대부분 치유농업의 운영방식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치열한 사회에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예를 들어보자면, 우울증을 알고 있는 청년이 자연경관을 보고

2. 동물매개 치료

마음의 병을 호소합니다. 잠시 자연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몸과

체험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회복되고, 신체적 건강

동물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동물과 고객

취업에, 연애에, 직장에, 관계에 지친 여러분들은 잠시 걸음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또한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의 상호작용으로 치유를 제공합니다.

멈추고 자연과 함께 해 보세요. 주위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치유

새로 부각된 ‘치유농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치유농업이란 무엇인가?

농업을 찾아보세요. 팍팍하고 힘든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닌 잠시
이처럼 현대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농업분야의 한 종류인 치유

3. 치료 녹색운동

멈춰 쉬어야 할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휴식을 취한 사람이

농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자연에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신체적 활동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바쁘게 일한 사람보다 능률이 훨씬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까요.

활성화 되어 3000개 이상의 치유농업 전문농장이 운영 중이라고

걷기, 사이클링, 정원 가꾸기, 녹색 자연공간 보호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다시 자연의 품으로

합니다.

4. 야행(자연) 치료

치유농업은 농촌 자원, 식물 재배, 농업 환경과 문화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에 국내도 마음과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을

황무지 또는 외딴 야외에서 실시되는 경험적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산업이나 활동을 뜻합니다.

인식하고 화초 물주기, 원예 치료, 동물매개 치료 등의 초기단계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활동하는 방법으로 일상에

치유농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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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생 주식회사 스타테스크 심규빈 이사

창업공모전에 도전 수상 회사 운영
불가사리 폐기물로 환경을 지키다!
성균관대에 다니다 현재는 창업휴학 중인 26살 심규빈 님. 동료들과
함께 주식회사 스타스테크를 창업하여 이사 & co-founder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불가사리를 활용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젊은이들의 창업 도전기를 들어봅니다.
▶ 불가사리 제설제를 연구, 개발하는 공간

▶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과정 중의 사진

좋은 성적을 이루었고 나아가 ‘도전! K-스타트업’에 참가하게 되며

창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기회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설제 개발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창업을 준비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는 곳곳에 깃들어 있는 다양함과
새로움 속에서의 도전과 경험 뒤에는 의미 있는 배움이 따라온다는

첫째는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제설 과정에서 생기는 철 부식,

것을 느꼈습니다.

콘크리트 파손 등의 문제를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통해 만든 제설제로
▶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

▶ 주식회사 스타테스크 심규빈 이사

부식과 파손을 억제하여 친환경적으로 제설 작업을 수행하여 환경
보호에 앞서고자 합니다.

불가사리 친환정 제설제가 생소한데, 어떤 것인지 설명
해주세요.
제설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염화칼슘, 소금 등을 떠올리실 것입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어떠한 계기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창업까지 하게
되셨나요?

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설제를 통해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또한 불가사리에 의해 생기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양식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을 꿈꾸고 도전해보고 싶은 대학생 여러분, 물론 저도

불가사리는 바다 생물 중 골칫거리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장에

아직 많은 것을 이뤄내지는 못 했지만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가사리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의미 없이 소각될 뻔한 불가사리를, 환경 폐기물로 분류되어 연간

창업한다는 것을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오는 염화이온 때문에 철 부식, 식물황화 등의 수많은 환경 문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승찬 대표가

100억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불가사리에 부가가치를

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다공성 구조체를 통한 염화이온 흡착에 대한 내용을

일구어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진정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 준비된다면,

성능이나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제설제에 접목시킨다면 제설 과정에서 나오는

기존 제설제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초기 융빙 성능과 제설 지속력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게 되었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화를 시작하게

약 2배 뛰어납니다. 또한 국가 공인 시험 기관 등의 성능 검증을

있는 꿈과 생각을 모두 펼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셨으면 좋겠

습니다.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통해 염화이온을 흡착하여 부식

된 것입니다. 팀원 모두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이 아이디어를

마쳐 해외의 특허까지도 출원하였습니다.

습니다.

방지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식 억제력을 약 29배까지 개선,

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부분입니다. 경쟁사 대비 제조원가를 20%

부식 방지제의 사용량은 3분의 1로 절감시켜 친환경적으로 제설

창업을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여하여

넘게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8 Thinkgood

글 김수현 에디터

Thinkgood 69

▶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 한국의 차 소개 포스터

▶ 한국 탈놀이 공연 포스터

▶ 빅 알마티 호수

멀지만 가까운 바로 그곳!
중앙아시아의 거인에 가다!

카자흐스탄의 수도이전에 따라 아스타나에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있는 호수이며 호수는 해발 2,511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혁이 일어났으며 그 파급효과는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이곳에는 3 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남동쪽에 소베토브

확대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Sovetov) 봉우리, 남쪽에 오조로니(Ozyorny) 봉우리, 남서쪽에는

역사적으로 통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력중심지의 설립이

투리스트(Turist) 봉우리가 있습니다. 투리스트 봉우리는 알마티

필요해 이전되었고 오늘날의 수도는 대부분 근대국가의 형성 및

시내에서도 보이며 알마티의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독립 국가의 수립을 통하여 기존의 수도 또는 대도시로 결정됐습

빅알마티호는 약 8,000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만들어졌고, 호수는

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한 여름에도 물의 온도는 섭씨 8도가 넘지

카자흐스탄의 모든 것

카자흐스탄의 수도이전은 소비에트 해체에 따른 카자흐인들의

않는다고 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과 호수가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계기로 카자흐 민족문화의 근원지라

어우러져있기 때문에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리적 위치로 러시아의 옆에 있고, 밑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지만 한국과 많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할 수 있는 초원 지대에 카자흐인 스스로 수도를 건설하려는 20세기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소감
카자흐스탄 교환학생을 추천 받게 되면서 이 나라를 연구하기

기업의 진출은 물론 문화적으로 함께 하는 그곳 카자흐스탄을 소개합니다.

떠나자, 카자흐스탄 여행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와 시차는 3시간 정도이며 여행 중 길을 걸어 다니다가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어디에?

있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카자흐스탄에 대하여 다양한 조사를 하였고 여행지와

중앙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하며 카스피해 동안에서 몽골 접경까지

세계에서 9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지만 대부분 스텝 지역이기 때문에

여권이 없다고 했을 시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 항상

유학으로의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와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휴대하고 다니는 편이 좋습니다.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 미래 한국 청년들의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가 보편적인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곳. 카자흐스탄 여행이나 교환학생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카자스탄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정식명칭은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입니다.

수도는 알마티와 아스타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북쪽으로 러시아연방, 동쪽으로 중국, 몽골,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1997년 12월 카자흐스탄은 남동부지역의 알마티에서 중북부

언어가 부족 할 땐 종이에 써서 소통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초원 지역의 아스타나로 수도이전을 단행하였습니다.

알티마 호수가 주요 관광지입니다. 알마티(Almaty)에서 가장 근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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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헌 기획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공헌의 목표와 목적은 매우 중요하게 명문화되
는 내용들입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와 계획서에 쓰인 목적과 목표
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공헌 JOB수다

그렇기에 사회공헌 주최 측은 처음부터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현실적 목표가
사회공헌
성과를 만든다! ”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건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입
니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단계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과평
가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는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
워야 측정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공연 관람의 예를 들어보죠.

에, “좀 더 깊이 관여해 보자”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A기업은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개
선 기여’라고 사업목표를 세웠습니다. B기업은 ‘청소년 문화력 증

이러한 단계가 되면 표본조사를 하거나 장기간의 지원을 통해 학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문화공연 관람 기회 보급 – 매년 1만

생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도를 관찰하는 수준으로 사업목적을 더

명씩 10년간 10만 명에게 제공’이라고 세웠습니다.

심도 있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언뜻 같은 것 같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사회공헌을 하나의 업무로 보는 관점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고, 하나는 ‘관람 기회를 보급’하기만 하

에서의 성과평가의 의미와 그 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차

면 되는 목표입니다. 어느 것이 현실적인가요? 후자일 것입니다.

원의 사업계획서에 표현되어 있는 ‘사업목적’은 그렇게 가벼운 개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념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그저 일을 하면
된다는 수준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물론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목
표를 세우고 그렇게 되었는지 아닌지 몰라 속을 태우고 목표 대비

따라서 사회공헌 기획자이거나 사회공헌 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내용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관람기회를 보급하는

들은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어느 수준까지 현실적인 목표를 이뤄

사회공헌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잘 풀리지 않

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역할 정도로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화하여 나름의 평가를

낼 수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사전기획력이 필

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평가’입니다. 일을

소중한 자원은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져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사회공헌은 그 성과를 보기가 힘들

‘효과측정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했던 성과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글 제정모 (사회공헌 기획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사업목표’는 완수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

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만들었다고 한들, 진짜 처음에 목표로
그리고 검증된 성과는 사회로 다시 공유되어 다른 이들의 귀감이

야 하는 것이고, 성과평가는 그것의 완수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

되어야 사회적 시너지가 발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문입니다.

물건을 팔면 매출이 나오고 공부를 시키면 성적이 나오는데, 이 사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사회공헌의 효과를 거두

회공헌이라는 녀석은 정확한 스코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외계

고 그 성과를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업 업그레이드 가능

처음부터 실현가능한 목표 세워야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조삼모사’식으로 일을 해야 하느냐? 그렇

층의 청소년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공연
이후에 소외계층 청소년의 삶이 좋아졌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 않습니다. 업력이 쌓이면 소위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업 업그
일각에서는 ‘좋은 일을 했으면 그만이지, 꼭 평가를 해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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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포인트가 있지만 지면상 하나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

레이드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단순히 공연을 보급하는 것 외

자유기고가
(updateeveryday@hanmail.net)
필자는 홍보대행사와 신문사 등을 거쳐 현재는 모 단체에서 문화예술
사회공헌 기획자로 일하며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도 쓰고 있다.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을 기획했고, ‘온드림스쿨’,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많은
이들과 함께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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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9일은
희망의 메세지를 보내는 날!

생

활 속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일 마크. 우리가 발견한 스마일 마크는 기분 좋은
하루를 선사합니다. 멋진 하루의 시작을 만들어준 스마일 마크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우리사회에 좀 더 밝고 건강한 웃음을 전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과 웹메신저의 이모티콘, 기업·단체 등의 CI·BI 속에서, 각종 상품이나 행사디자인 속에서,
길거리의 포스터와 간판 등 다양한 이미지나 낙서 속에서도 스마일 마크는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소영 님

생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일 마크 적용사례를 찾아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 보내주세요.

하와이 여행 중 만난
귀여운 스마일 뱃지.
알록달록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내주신 이모티콘은 다운로드하여 무료배포 가능하도록 씽커 여러분들에게 공유됩니다.
보내주신 스마일 마크 사진은 씽굿 사이트 스마일 마크 갤러리에 상시적으로 소개되어 참여자와 독자 모두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스마일 마크는 밝고 건강한 사회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조에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신주인 님

●대

상 :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모든 분

● 공모내용 : 다양한 미소 마크를 보내주세요.
※ 예시
① 직접 제작하거나 찾은 이모티콘
② 기업이나 단체의 CI나 BI
③ 제품이나 포장지
④ 간판이나 홍보전단지
⑤ 각종 캠페인 도구나 선전물
⑥ 길거리의 이미지나 낙서 (그래피티)
⑦ 미소마크를 닮은 문양이나 모양
⑧ 미소를 만들고 있는 것들의 순간포착
⑨ 기타 미소마크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
●접
수 : 연중 캠페인 수시모집 (매달 25일까지)
- 이메일 접수 : smile@thinkcontest.com
- 필수입력사항 : 사진 및 사진설명, 주소, 우편번호,
이름 및 연락처

친구와 함께 간 카페에서
발견한 귀여운 스마일
전구입니다. 집에도 가져다
두고 싶네요.

▶이호빈 님
매일매일 좋은 스마일만
보고 싶네요. 미세먼지
없는 좋은 날이에요!

▶이혜림 님
아이 머리에 귀여운 장식을 해주고
싶어 구매한 스마일 머리 삔입니다.

▶라문수 님
그림 그리다 갑자기
생각 난 스마일!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요.

▶이유리 님
쌀쌀한 날씨에 뜨개질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사용하기
아깝네요.

▶김진영 님
카페 사장님의 친절함이
돋보이는 귀여운 표시입니다.
스마일이라 더욱 기분 좋네요.

● 출품자 사은품
-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문

의 : 행복한 스마일 마크 작품모집 담당자
(02-33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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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

굿

공

모

전

가

이

드

북

시상내역
대

상

최우수상

청소년 / 청년대학 각 부문
상금
200만원
50만원

우 수 상

20만원

특 별 상

300만원

합

계

상장

명(팀)

통일부 장관상

종합 1명(팀)

민화협 상임의장상

각 3명(팀)

YSP 회장상

각 5명(팀)

세계일보 사장상

종합 1명(팀)

총 1,000만원 / 18팀(또는 개인)

굿바이 2018
기대되는 겨울,

과 함께

유난히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은 2018년입니다.

공모전

모두 행복한 기억이 더 많은 한 해였길 바랍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고 용기 있게 잘 헤쳐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요.

아쉬운 점도 물론 떠오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보낸 값진 시간과 경험이
여러분의 구석구석 좋은 양분으로 남게 되겠지요.

2018년의 겨울
많이 춥겠지만
더 많이 ‘꿈꾸는 시간’을 보내세요.

기대되는 201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모전 미디어
공모전 기획·홍보·접수·심사·시상·전시
포스터·현수막·리플렛·작품집 기획/디자인/부착/진행

일·러·두·기
씽굿 공모전 가이드북에 게재된 스페셜 공모전은 온라인 Thinkcontest.com 스페셜 코너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의 세부요강사항은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씽굿 공모전 가이드북 다음호(3월호·2019. 3. 1 발행)에 게재하고자하는 공모전 주최사는 공모전 기획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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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내역
- 시상규모 : 총 42명(팀), 4,250만원
구분

영상

웹툰

상금

시상

상금

시상

대상

500만원

1명(팀)

300만원

1명(팀)

금상

300만원

2명(팀)

200만원

2명(팀)

은상

200만원

3명(팀)

100만원

3명(팀)

동상

100만원

5명(팀)

50만원

5명(팀)

입선

50만원

10명(팀)

30만원

10명(팀)

※ 심사과정에서 상금, 상격 및 수상인원 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6.6%)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8. 10. 31(수) ~ 12. 7(금) 17시까지
-수
 상자 발표 및 시상식 : 2018년

12월 중순 예정,

응모 자격
- 전 부문 응모자격 :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팀 참여가능 (영상 부문 5인 이내, 웹툰 부문 3인 이내)

유의 사항
응모 주제

- 접수된 모든 작품들은 접수된 순서대로 한국전력공사

[나에게 더 가까운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등 내가 꿈꾸는 에너지세상

유튜브(영상)와 공모전 홈페이지(웹툰)에 업로드 되며,

- 디지털변환 등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예정입니다.

수상자 발표 이후 수상작품을 제외한 응모작품들은 삭제

- AI,
 로봇, IoT 등 다양한 기술혁신이 가져올 미래 에너지의 변화
- 전자파, 올바른 전기사용 등 생활 속 다양한 에너지 이야기

문의 사항

- 그 외 한국전력의 역할과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주제

-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2-334-9044
※ 평일 09:00 ~ 18:00 운영(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kepcocontest.co.kr) 내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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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에스원 아이디어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에스원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8년 11월 19일(월)~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5시까지
- 예선 발표 : 2019년 1월 18일(금)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 및

Poster image

개별연락
- 창의교육 : 2019년 1월 23일(수) 예선 합격자 限
- 멘토링 프로그램 : 2019년 1월 23일(수) ~ 2월 13일(수)
- 결선 PT 심사 및 시상식 : 2019년

2월 13일(수) 에스원 본사
(서울 중구 소재)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제출 형식 : 자유 형식, 용량 30MB 이하
- 제출 파일 :
① PPT 1부(가로 방향, 10매 내외)
② PDF 변환 파일 1부
③ 워드(DOC) 요약본 1부 (세로 방향, 1매)
- 필수 포함 내용 : 제안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
※ 모든 파일은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2개 작품 이상 접수 시 1개 작품씩 개별 접수
※ 파일 내, 개인정보(이름 및 소속 등) 기재 금지

응모 자격
- 국내 거주 대학(원)생 또는 일반인
※ 팀 지원 시 3인 이내 구성

유의 사항
- 개인 및 팀 별 출품 작품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타 주제 간 또는 동일주제 내 여러 작품 응모는 가능하나

응모 분야
- A.I를 활용한 안전/안심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안전/안심)

중복 수상은 불가합니다.
- 동일 작품이 접수될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됩니다.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공모전의 수상작에 선정될 경우 주최측은 공모전의

시상 내역
- 대상(1명/팀) : 500만 원
- 최우수상(2명/팀) : 각 300만 원
- 우수상(3명/팀) : 각 100만 원
- 장려상(4명/팀) : 각 50만 원
※ 우수 작품이 없을 시 상금, 상격 및 수상인원 등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수상작을 이용(재편집, 가공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표절작·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후 판명 시에도 입상이 취소됩니다.
- 시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접수 방법

※ 자세한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공모전 홈페이지(www.s1-idea.c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
- 공모전 사무국 02-334-7005 (평일 09:00~18:00 운영)

80 Thinkgood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Poster image

시상 내역
- 총 80점, 총 상금 3,355만원
구 분

포스터(초등학생)

광고

웹툰

사진

편수

상금

편수

상금

편수

상금

편수

상금

대 상

1

100

1

300

1

300

1

300

금 상

1

70

1

200

1

200

1

200

은 상

1

50

1

100

1

100

1

100

동 상

2

30

2

50

2

50

2

50

가 작

15

15

5

30

5

30

5

30

입 선

30

10

계

50

805

10

850

대상 - 장관상, 그 외 - 사장상

10

850

10

※포스터 부문) 다작 접수 교사 대상 지도교사상 수여

[단위 : 편, 만원]
※ 출품작 상황에 따라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30만원 이상의 상금은 원천징수세 제외 후 지급

응모 부문 및 자격

응모 일정

- 포스터, 광고, 웹툰, 사진

- 접수 기간 : 2019. 1. 1 (화) ~ 1. 31 (목)

공모부문

응모대상

1차 합격 후
(합격작 개별 통지)

포스터

초등부
(동연령대의 어린이)

우편으로 원본제출

광고

전 국민

웹툰

전 국민

사진

전 국민

비고

6인 이상

대표자 단체접수 가능

- 1차 합격자 발표 : 2019년 2월 중
- 수상자 발표 : 2019년 2월 중
- 시상식 : 2019. 5. 21 (화)
*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행사 시 진행

이메일로 파일제출

-

※ 상기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접수 방법
응모 주제

- 공모전 홈페이지 (http://design.kesco.or.kr) 접수

<포스터, 광고, 웹툰>

※포스터 부문의 경우, 6인 이상의 경우에만 단체접수 가능

- 생활 속 전기안전

※홈페이지 2019. 1월 오픈 예정

※전기안전과 다른 주제(에너지 절약, 가스안전 등)로 작품제출 불가

문의 사항
<사진>

- 공모전 운영사무국

- 생활 속 전기안전 요령을 표현하는 사진

T. 02-334-7005 / E. jsy@thinkcontest.com

- 전기안전 체험사진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작품

(월-금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기안전 기술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사진
- 전기안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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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중독 예방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한국일보


후 원 : 강원랜드,


시상 내역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Poster image

상격

포스터

UCC

웹툰

슬로건&캘리그라피

대상

1명

500만원

1명

300만원

1명

300만원

1명

200만원

최우수상

2명

200만원

2명

100만원

2명

100만원

2명

100만원

우수상

5명

70만원

5명

50만원

5명

50만원

5명

50만원

계

8명

1,250만원

8명

750만원

8명

750만원

8명

650만원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8. 12. 3(월) ~ 2019. 1.21(월)
- 네티즌 표절심사 기간 : 2019. 2.1(금) ~ 2019. 2. 11(월)
- 결과발표 : 2019. 3월 초 예정 ( 공모전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시상식 : 2019. 3월 초 예정
※ 상기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공모전 홈페이지참조

제출 방법
① <UCC>

- 길이 : 2분이상 5분이내(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동영상 기법 포함)
- 해상도 : 1280×720 pixel 이상
- 파일형식 : mp4, mpeg, wmv
: 동영상 파일(동영상 시작 첫화면에 작품 제목, 끝화면에 BGM 출처 명시)
- 제출물


응모 자격

② <포스터>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크기 : A3(297×420mm) / 가로, 세로 제한없음

- 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 해상도 : 300dpi

※ 팀의 경우 대표자 포함 3인 이내 구성

- 파일형식 : JPG(수상자에 한해 컴퓨터 작업시 원본(AI 또는 PSD) 제출)

※ 1인 또는 1팀 당 3작품 이내 접수

- 제출물 : 이미지 파일

* 시리즈 물에 경우 zip파일로 제출

③ <웹툰>

응모 분야

- 분량 : 8컷 이상(스토리라인이 완결형태여야 함)

- UCC (동영상), 포스터, 웹툰, 슬로건&캘리그라피

- 해상도 : 300dpi
- 용량 : 10MB

응모 주제

- 파일형식 : hwp(수상자에 한해 컴퓨터 작업시 원본(AI 또는 PSD) 제출)

- 도박,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부작용

- 제출물 : JPG파일을

제공된 제출양식(hwp) 표 안에 맞게 삽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단, 한페이지 당 2~4컷 분할 삽입)

※ 도박,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

④ <슬로건&캘리그라피>

※ 행위 중독으로 인한 대인관계 등의 피해와 극복사례

- 크기 : A3 (420×297 pixel)

※ 슬로건&캘리그라피 부문에 경우 도박 중독 주제로만 참여 가능
(타 주제로 접수 시 심사 제외)

접수 방법

- 해상도 : 300dpi
- 파일형식 : JPG, PNG로 제출 (수상자에 한해 원본 (AI 또는 PSD) 제출)
※ 작품 출품 시 주최, 후원사 로고를 삽입을 요청 드립니다. 로고를 넣지 않으

- 온라인 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 (www.klacc-contest.co.kr)
내에서 접수양식 작성 후 작품 업로드

실 경우 추후 작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2-639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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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전한 학교 지키미 UCC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교육부

주 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씽굿

Poster image

시상 내역
- 총 30팀 (개인 또는 단체)
시상규모

구분

시상구분

[주제1]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의식

[주제2]
학교폭력 예방

상격

시상금

시상 대상

대상

교육부 장관상 100만원 상당 부상

1팀

최우수상

KERIS 원장상 50만원 상당 부상

2팀(초·중등 각 1팀)

우수상

KERIS 원장상 20만원 상당 부상

4팀(초·중등 각 2팀)

장려상

KERIS 원장상 10만원 상당 부상

8팀(초·중등 각 4팀)

대상

교육부 장관상 100만원 상당 부상

1팀

최우수상

KERIS 원장상 50만원 상당 부상

2팀(초·중등 각 1팀)

우수상

KERIS 원장상 20만원 상당 부상

4팀(초·중등 각 2팀)

장려상

KERIS 원장상 10만원 상당 부상

8팀(초·중등 각 4팀)

※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하며, 수상자에 대한 개별안내 예정

응모 자격

접수 방법

-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개인 또는 단체(5명이내)

- 1단계 : 작품제작 후 유튜브(www.youtube.com)에 영상 탑재

※ 지도 교사와 함께 작품 제작 및 응모 권장

- 2단계 : 공모전 홈페이지(www.school-battery.com)에 접속
후 유튜브에 탑재한 작품 접수(팀정보 및 작품 소개 등

응모 주제

기본정보 포함)

[주제 1]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의식
[주제 2] 학교폭력 예방

※ 사전제작비 지원 신청은 (www.school-battery.com)에서 별도 신청
(2018년 12월 03일(월) ~ 2018년 12월 17일(월) 17:00까지)

응모 일정

문의 사항

- 접수기간 : 2018년

12월 07일(금) ~ 2019년 1월 08일(화)

( 평일 09:00 ~ 18:00 운영, 주말 공휴일 제외 )

17:00까지
- 결과발표 : 2019년 01월 28일(월) 17:00
※ 공모전 홈페이지 내 공지 및 개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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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운영 사무국 : ☎) 02-334-7005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건전한학교지키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

2019 Bu:Star 챌린지 게임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최/주관:부
 산정보산업진흥원
후원:부
 산광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

Poster image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game@busanit.or.kr)
※ 메일 제목 : [Bu:Star 게임공모전]팀명_작품명
※ 접수 후, 접수 확인 및 접수번호 부여 메일(답신)을 꼭 확인할 것

시상 내역
- 총 4팀, 상장 및 시상금 (총 1,000만원)
구분

수상자(팀)

시상금

대상

1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팀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팀

상금 100만원

비고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수상자 혜택]

- 부산글로벌게임센터(BGC) 게임스테이션 입주 지원
- 현업 게임 전문가와 함께하는 킥오프 워크숍 참가 및 멘토링

응모 자격

지속 지원

- 부산·경남지역 소재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 게임개발 및 서비스 전반 각 분야별 온·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대학생·동아리·예비창업자(팀)

- 2019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Fest) 특별존 전시 기회 제공

※ 후속지원의 연속성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참가 불가
※ 팀 참가의 경우 최대 4인까지 참여 가능
(팀원이 3인 이상일 경우 팀원 과반수가 부산·경남지역 소재자여야 함.)

- 부산콘텐츠아카데미 게임 개발 관련 강좌 우선수강기회
제공(정규과정 제외)

응모 분야

제출 방법

- 모든 장르 디지털 게임콘텐츠

[필수공통서류] ※별첨 양식 참조

※ PC, 모바일, 콘솔, VR·AR 등 구현 가능한 게임(데모 플레이 가능한 수준)
(마켓 출시된 콘텐츠의 경우, 출시 6개월 이내 지원 가능(공고일 기준))

- 신청서 및 게임콘텐츠 소개서 (기획서 및 동의서), 게임 구동
영상 (5분 이상, 최대 10분)

응모 일정
구분

날짜

비고

출품작 접수

2019. 1. 7(월) ~ 1. 14(월) 18:00 까지

E-mail 접수

본선 진출작 발표

2019. 1. 17(목) 예정

개별 공지

인터뷰 심사

2019. 1. 23(수) 예정

시상식 및 킥오프 워크숍

2019. 1. 30(수) 예정

[본선 진출자]

- 게임 실행 파일 또는 다운로드 링크(본선 진출자 발표시 별도
제출 안내)
※ PC 실행가능한 파일(exe), 안드로이드 apk, iOS ipa, 기타 OS 설치파일
※ 인터뷰 심사시 게임이 설치된 시연 장비 별도 지참 필수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 기준

문의 사항

- 기획력(40), 완성도(30), 개발 역량(30)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사업부 공모전 담당자
Tel : 051-749-9154, e-mail : kkl0528@busan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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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정책기획위원회


시상 내역
- 대 상(1팀) : 300만원
- 우수상(2팀) : 150만원
- 장려상(3팀) : 50만원

Poster image

응모 일정
- 응모기간: 2018. 11. 7.(수) ~ 12. 7.(금)
- 후보발표: 12월 중 개별통보(6팀 선정 예정)
- 발표회 및 시상: 12월 중 열릴 2018 정책기획위원회
심포지엄에서 후보자별 프레젠테이션 진행(5분 이내),
최종 평가 및 시상 진행
※ 프레젠테이션에 불참할 시 최종 수상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방법
- 작품형태: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모든
‘동영상’ 형태의 순수 창작 영상
- 분량: 3분 내외
- 해상도: 1,280*720 이상
- 비율: 16:9 권장
- 파일 확장자: mp4, wmv, avi

응모 자격

- 용량: 600MB 이하

-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팀 참여시 최대 4명)
※ 1인(1팀)의 응모작 수는 제한이 없으나 중복 수상이 불가합니다.

접수 방법
- 메일접수 : jungchaekidea@gmail.com

응모 주제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원활히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인 아이디어

- 영상, 작품소개서, 참가신청서 제출
※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작품소개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www.pcpp.go.kr/post/notice/noticeView.do?post_id=502&board_id=1&)
※ 이메일 본문에 이름(팀명), 연락처, 작품명 명기

심사 기준
※ 5대 국정목표 :

- 주제적합성, 실현가능성, 참신성, 활용가능성, 영상완성도 등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문의 사항

예)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이메일 : jungchaekidea@gmail.com

예)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0000가 필요해요!

- 전 화 : 공모전 운영사무국 070-7843-9857

예)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방법, 우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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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카피킬러 공모전 - UCC
글을 쓰고 있는 당신, 표절에 대해 알고 있나요?
SPECIAL 공모전

주 최 : 카피킬러


응모 일정
- 공모기간 : 2018.11.19 ~ 12.22
- 심사발표 : 2018.12.28
(카피킬러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당선작 발표

Poster image

www.facebook.com/copykiller.muhayu)

제출 방법
[작품규격]

- 1~2분이내 동영상 1개
- 왼쪽상단 카피킬러 로고삽입 (필수)
- 로고는 카피킬러 ▶ 고객센터 ▶ 회원게시판 ▶ 이벤트 공모전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 AVI,MOV,MP4,WMV FULL HD급 (1280*720픽셀)이상

접수 방법
1.UCC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중 이용중인
계정에 전체공개 업로드
2.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UCC영상을 공모전 접수 메일로 발송
접수메일 : contest@copykiller.com

응모 자격

유의 사항

- 대외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연구원 등

- 당선작은 출판, 영상물제작, 홍보 등 ㈜무하유의 사업진행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단위로 참여

목적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모 및 당선 작품의 판권, 사용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응모 주제

등 모든 권리는 ㈜무하유에 귀속되며 출품작은 반환되지

1. 표절의 의미

않습니다.

2. 표절예방을 실천하는 방법
3. 표절의 위험성
위 3가지 중 한 주제를 선택하여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 컨텐츠 제작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 축소
가능합니다.
- 당선자는 추후 시상금 전달 시 카피킬러 블로그에 업로드 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시상한 후라도 작품에 대한 모방, 표절 시비가 제안됐을 경우

시상 내역

심사위원단 전원에게 표절유무를 재심하여 표절에 대한 판단이

- 최우수상(1명/팀) 150만원

우세할 경우 시상을 취소하며 상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 우수상(1명/팀) 100만원

시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자동 소멸됩니다.

- 장려상(1명/팀) 50만원

문의 사항
심사 기준
- 주제 적합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대중성, 완성도 (각 25점)

- 카피킬러 공모전 담당자 02-2115-8768
* 상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 고객센터▶ 회원게시판 ▶ 이벤트 공모전 게시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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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SHOW ME THE CHUNGJU」
SPECIAL 공모전

주 최 : 충주시,


충주체험관광센터

Poster image

시상 내역
부문
사진
(가족·연인·
청소년·반려동물)

웹툰

손글씨

구분

인원

시상금액

대상

부문별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부문별 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부문별 3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부문별 15명

상품권 5만원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3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14 명

상품권 5만원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3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입선

14 명

상품권 5만원
총 124 명

합계

응모 자격

응모 일정

-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 접수기간 : 2018. 11. 14. ~ 12. 16. 24:00까지

가능

- 발표 : 2018. 12. 21.(예정)
- 시상 : 2018년 12월 중

응모 주제
- 3개 부문 6개 분야

접수 방법

- 출품수 : 부문별 1인(1팀당 5명 이내) 5점 이내

- 온라인접수 (www.smtc.kr)

구분

소재

Show Me The
Family
(가족 )

- 충주시 명소를 테마로 가족·연인·청소년·반려동물과의

※ 각 부문별 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심사기준

Show Me The
행복한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
Couple
- 충주시의 체험관광을 테마로 가족·연인·청소년·반려동물
사진

(커플 )

Show Me The
Youth
(청소년 )

Show Me The
Pets

과의 교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진
- 충주 여행·관광의 추억을 담아 충주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자아내는 사진
※ 청소년 부문 참가자 연령제한
: 9 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

(반려동물 )

웹툰

Show Me The
- 충주시를 소재로 한 창작 웹툰
Webtoon
- 충주

관광·여행을 소재로 경험담, 에피소드를 담은 웹툰
(웹툰 )

손글씨

Show Me The
- 충주시의 미래가치와 이미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캠페인
Calligraphy
유도 문구·메시지
(손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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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
기준

내용

사진 및 캘리그라피
웹툰

- 주제적합성 ,창의성 ,예술성 ,지역성 등을 종합심사
- 완성도 ,독창성 ,이야기우수성 ,작화우수성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심사

문의 사항
- 충주시 관광과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공모전
「SHOW ME THE CHUNGJU」담당자
☎ 043) 850-6737 (문의가능 시간 : 평일 10시~16시)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Poster image

접수 방법
- 홈페이지 : www.goyangstory.com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및 파일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제출 방법
- 2매 이내의 스토리 줄거리 + 사업화 희망분야 완성형태의
스토리본문으로 제출
- 기본양식 : 출품신청서(장르, 사업화 희망분야, 기획의도,
로그라인 등), 2쪽 이내 줄거리, 출품작 본문 등

- 기-승-전-결의 서사구조를 갖춘 스토리로 제출
※ 스토리 줄거리는 2매 이내로 전체 스토리를 요약, 압축하고 있어야 함
※ 스토리본문은 시나리오, 극본, 소설 등의 형태로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함.
(트리트먼트 제외)

응모 자격
- 국적·연령 제한 없음 / 기성·신인 불문 / 개인·팀 참여 가능
- 팀은 최대 4명까지 참여가능

※ 완성형 스토리(작품)의 분량은 제한 없음
※ 제출 파일명은 ‘공모전_지원자이름_지원부문’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제출 파일은 PDF파일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문서파일로도 제출 가능
※ 다수(2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할 경우 작품별로 개별 접수할 것
※ 응모 작품별 파일 개수 1개로 제출할 것. (압축파일로 제출 가능)

공모 소재
- 고양 지역의 인물, 장소, 사건, 역사, 문화자원 등 고양시 관련
소재를 모티브로 한 작품

공모 내용
-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뮤지컬 등
콘텐츠 화(化) 가능한 순수 창작 스토리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9. 1. 02.(수) ~ 2019. 1. 31.(목) 24:00

시상 내역
구

분

대

상

상금
상금 1,000만원과 상장 (1편)

최우수상

상금

300만원과 상장 (1편)

우수상

상금

100만원과 상장 (2편)

장려상

상금

50만원과 상장 (4편)

입

상금

30만원과 상장 (10편)

선

※ 시상내역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수한 작품(비수상작 포함)의 경우,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책자로 제작하여
제작사에 제공되며, 우수작품은 차년도 사업화에 활용 예정

- 결과발표 : 2019. 2. 22.(금) 17:00 이후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통보

- 시 상 식 : 2019. 2. 28.(목) 19:00 (예정)
※ 시상식 장소 및 수상자 참석 안내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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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전화 : 031-814-8166
- 메일 : kyh@gipa.or.kr
(이메일 문의 시 문의자의 연락처 기재할 것)

제20회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청년이 미래다’
SPECIAL 공모전

주 최 : 이데일리,


이데일리TV,
KG 에듀원, KFC

Poster image

5) 나도 KFC할아버지가 되어보자
: KFC 신메뉴와 마케팅 아이디어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KFC 신메뉴 & 마케팅 아이디어
: 침체된


시상 내역
1) 나는 앵커다
- 대상 : 기획재정부 장관상 /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 상장 / 상금 200만원
- 우수상 : 상장 / 상금 100만원
2) 일자리가 미래다
-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 /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 상장 / 상금 200만원
- 우수상 : 상장 / 상금 100만원
3) IT는 미래다
-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 상장 / 상금 200만원
- 우수상 : 상장 / 상금 100만원
4) 나는 디지털기자다
- 대상 : 교육부 장관상 /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 상장 / 상금 200만원

응모 자격
-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 우수상 : 상장 / 상금 100만원
5) 나도 KFC할아버지가 되어보자
- 대상 : KG그룹 회장상 / 상금 300만원

응모 주제

- 최우수상 : 상장 / 상금 200만원

1) 나는 앵커다

- 우수상(10명) : KFC 선불카드 10만원

: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 주어진

기사 및 칼럼을 본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정리하여
2분 이내로 브리핑 영상 제작
2) 일자리가 미래다

응모 일정
- 예선 접수 : 11월 09일 ~ 12월 20일까지
- 예선 발표 : 12월 26일

: 미래 일자리 아이디어

- 결선 : 2019년 1월 08일

: 급변하는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신직업 아이디어

- 발표 : 2019년 1월 10일

3) IT는 미래다

- 시상 : 2019년 1월 17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모델 아이디어
: 빅데이터

/ IoT / AI / 클라우드산업을 활용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
4) 나는 디지털기자다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 univ.edaily.co.kr
※ 각 부문 제출 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청년실업문제 OR 남녀 고용/근무환경 불평등 사례와
해결방안
: 상기 주제 중 택1 하여 현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영상
또는 이미지 뉴스 형태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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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2)3772-0376,0321

univmaster@edaily.co.kr

평화통일 S!NERGY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주 관 : 세계일보,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Poster image

시상 내역
시상내역

청소년 ·청년대학 각 부문
상금

상장

수상자

상

200만원

통일부 장관상

종합 1명(팀)

최우수상

50만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상

각 3명(팀)

우수상

20만원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회장상

각 5명(팀)

특별상

300만원

대

합

계

세계일보 사장상

종합 1명(팀)

총 1,000만원 / 18팀(또는 개인)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시상내역이 변경 될 수 있음
※ 작품의 수준 및 경쟁률에 따라 시상 규모는 조정 가능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응모 일정
시상내역

청소년 / 청년대학 각 부문
상장

명(팀)

200만원

통일부 장관상

종합 1명(팀)

최우수상

50만원

민화협 상임의장상

각 3명(팀)

우 수 상

20만원

YSP 회장상

각 5명(팀)

특 별 상

300만원

세계일보 사장상

종합 1명(팀)

대

합

상

계

상금

총 1,000만원 / 18팀(또는 개인)

- 접수 : 2018.11.15.(목) ~ 12.9(일) 24시까지
- 온라인 평가 : 2018.11.15.(목) ~ 12.9(일)
- 수상작 발표 : 2018.12.14.(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시상식 : 2018.12.22.(토) 14시 ※ 추후 장소공지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접수 방법

시상내역

응모 자격

1. 영상 제작 후 SNS 개인 계정에 업로드 : Facebook, YouTube

대

- 청소년부(10대)

2. 업로드 시 해시태그 설정 : #평화통일SINERGY공모전

최우수상

- 청년대학부(20대-40대)

3. 홈페이지 가입 : pdsinergy.com

- 개인, 팀 참여가능

4. 출품작 게시판에 등록 : 작품설명, 영상링크, 대표사진
5. 출품작 메일 전송 : ysp4peace@gmail.com

응모 주제

- 신청서, 발표자료, 영상 압축해서 제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자유주제(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한 없음)

- 파일명 : 출품일자_제작자_작품명

-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남북교류와 평화체제 확대
- IT 기술의 발달과 남북통일 활용 가능성

(예시 : 11.15_김평화_평화따라 여행따라 한반도)

6. 작품홍보 : 11/15(목)~12/9(일)

- SNS의 발달과 남북한 시민 교류

- 홈페이지 ‘♥’를 많이 받은 작품

- 미래세대를 위한 한반도 평화 전략

- 심사기준 60%, 회원가입 필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성
- 통일한국의 청년 창업 활성화

문의 사항

- 관광 자원 개발을 활용한 동북아 평화 확대 방안

- ysp4peace@gmail.com

- 남북한 음식을 활용한 퓨전음식과 식문화 이해
- 기타 평화·통일 관련 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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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17-5607 (평일 10:00-18:00)

청소년 / 청년대학 각 부문
상장

명(팀)

200만원

통일부 장관상

종합 1명(팀)

50만원

민화협 상임의장상

각 3명(팀)

우 수 상

20만원

YSP 회장상

각 5명(팀)

특 별 상

300만원

세계일보 사장상

종합 1명(팀)

합

상

계

상금

총 1,000만원 / 18팀(또는 개인)

씽

굿

공

모

전

가

이

드

북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SPECIAL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상 내역
[일반부] : 대학생 및 일반시민

- 최우수상 1명(팀): 5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 우수상 2명(팀): 3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총 60만원)
- 장려상 5명(팀): 1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총 50만원)

Poster image

[학생부]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최우수상 1명(팀): 5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공모전

- 우수상 2명(팀): 3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총 60만원)
- 장려상 5명(팀): 1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총 50만원)
※ 교육감 상장 수여

[공통] : 참가자

- 선착순 100명 이모티콘 (2천원 미만)
* 작품 접수량 및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응모자의 작품이 복수 선정될 경우 상위 1개의 작품만 시상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 11. 19.(월) ~ 12. 14.(금)
- 수상작 발표 : 2018.12.28.(금) 예정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수상자 개인별로 문자 통보

응모 자격

제출 방법

- 일반부 : 대학생 및 일반시민

- 제출내용

- 학생부 :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하복 또는 동복 디자인 스케치 (A4사이즈, 채색 포함)
: 생활복형


※ 개인 또는 팀 (팀은 3인 이하)

※ ①남자하복

②여자하복 ③남녀공용 하복 ④남자동복 ⑤여자동복 ⑥남여공용 동복
중 1작품 또는 중복 가능

응모 주제 및 분야

- 출품수 : 개인(또는 팀)당 3작품 이내

‘기능성, 활동성, 편의성을 갖춘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

- 제출서류

- 응모 소재 : 동복

또는 하복으로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신청서 및 작품(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붙임 서식)

(생활복형 교복)

※ 붙임 서식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요망

응모 분야
구분

종류

하복

상의

- 여름 (티)셔츠, 원피스 등
예) 라운드 티셔츠, 카라 티셔츠,
후드티 등

하의

- 반바지, 치마, 바지 등

외투

- 코트, 점퍼, 야상, 롱패딩 등

자켓
동복

상의

- 집업재킷, 카디건, 야구점퍼,
조끼 등

- 겨울 (티)셔츠, 원피스 등
예) 풀오버, 목폴라, 후드티,
(티) 셔츠
스웨터 등
하의

바지, 치마 등

비고
- 상의 및 하의 구성품을
자유롭게 조합(2pcs)
- 남학생, 여학생, 남녀공용

- 외투, 상의(자켓), 상의(셔츠),
하의 구성품을 자유롭게
조합(4pcs)
※ 단, 외투는 선택임
- 남학생, 여학생, 남녀공용

접수 방법
- 전자우편 및 방문(우편) 모두 제출
: 전자우편: mth1968@sen.go.kr
: 방문(우편):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보건진흥원 415호
(학생인권교육센터)
※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 및 방문(우편) 모두 제출된 작품만 접수 처리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2-3999-086)

일·러·두·기
분류별 공모전의 시행일정·주제·시상내역 등은 온라인 Thinkcontest.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응모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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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제안 공모전
주최:

혁신도시 UCC 공모전

DB김준기문화재단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9기 모집

주최:국
 토교통부

주최:

2019 강원도 SNS 서포터즈 모집

뉴트리라이트

주 최 : 강원도청

응모 자격

응모 자격

모집 대상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

- 대학(원)생 및 일반 응모자(개인 및 4인 이내의 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국내 거주 대학교 재(휴)학생이면 누구나!

- 만 18세 이상, SNS/블로그/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고

* 일반부 공모대상에서 초,중,고생은 제외

(2018 가을학기 기준)

. 건강에 관심이 많으며 글쓰기, 사진 촬영 등을 좋아하는
대학생

※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까지 참가 가능

응모 주제

- 단체(2인 이하)응모 가능

. 발대식, 해단식, 3월~8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되는

- 혁신도시 소개(맛집, 인근지역 특산물, 공공기관, 인물, 역사,명소 등)

응모 주제

- 혁신도시 정책 소개

- 금융 및 관련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방안으로

- 혁신도시 배경 영상물(뮤직비디오, 플래시몹, 광고, 영화, 드라마 등)

1. 은행 보험분야 / 2. 증권 자산 기타 분야 중 선택

. 협동심이 강하고 팀원들과 원활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대학생

활동 기간
구분

시상 내역
은행/보험

최우수상

증권/자산/기타
1팀

1팀

1팀

장려상

2-3팀

2-3팀
00팀

- 2019년 3월 ~ 2019년 8월 (6개월)
대학(원)생

일반

대 상

1명 2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2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각 300만원

우수상

2명 각100만원

각 100만원

장려상

20명 각20만원

경 품

10명 각 5만원상당 기념품 증정(추첨)

계

1,250만원

500만원

우수상

가작

장학금

각 300만원

- 글로벌 금융 탐방
미국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팀

2명 각100만원

홍콩 : 장려상 미국탐방팀 외 전팀, 가작 4팀
※ 장려상 이상 입상자 전원에게 DB그룹 입사 지원/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

다문화가족
- 모집 인원 : 100명

활동 내용

*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로운 방향과 메시지로 영상을 제작해 주세요!

시상 내역

※ 우대사항 : 영상 촬영 및 편집/제작이 가능한 분

- 해외 계정을 운영, 언어 소통이 가능한 국내거주 외국인 및

. SNS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생

- 기타 혁신도시 관련 자유 주제

※ 세부주제는 응모자 자율 선정

월모임(서울) 참석이 가능한 대학생

강원도를 사랑하는 분
- 강원도내 취재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직장인 누구나

- 강원도의 명소, 축제 등 다양한 강원도 이야기를 취재
(월 2회 이상) 활동을 통해 콘텐츠 홍보

접수 방법

활동 혜택(특전)

- 뉴트리라이트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 강원도 서포터즈 위촉장 제공

온라인 접수
- 모든 부문 공통 지원 조건 : 개인 블로그에 ‘건강이 스펙이다’를
주제로 블로그 글 작성 후 URL 제출
- 디자인/영상기자 지원자에 한하여 지원부문 개인 포트폴리오

- 매월 소정 고료 및 인센티브 제공
- 연말 우수 서포터즈 선정 및 표창
- 도내 축제 및 주요 행사 취재 기회 제공
- 연 2회 이상 팸투어 및 관광 체험 기회 제공

첨부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11.19(월) ~ 12.9(일)

응모 일정

접수 방법

- 신청서 접수 : 2018. 12. 1. ~ 2019. 1. 12

- innocity.tv@gmail.com 으로 신청서 및 영상파일 첨부하여

응모 일정
모집 기간

- 모집 기간 : 2018. 11. 16(금) ~ 12. 15(토) *1개월

- 2018년 12월 3일 (월) ~ 2019년 2월 7일 (목) 24:00까지

- 발표일 : 2019. 12. 28(금)

활동 내역

접수 방법

- 출품작 접수 : 2019. 2. 1. ~ 2. 28

제출

- 팀별 미션 : 다양한 팀 미션 수행

- 온라인 접수 : bit.ly/2zdvg75

- 출품작 심사 : 2019. 3월 ~ 4월

* 신청서는 innocity.molit.go.kr 의 “공지사항”에 게시

- 개인 미션 : 매월 블로그 글 작성 등

문의 사항

- 1차 심사 발표 : 2019. 4월 말
- 팀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시상식 개최 : 2019. 5 .17 (예정)

심사 방법

시상 내역

- 글로벌 금융탐방 : 미국 2019. 8월 말, 홍콩 2019. 6월 말

- 작품완성도, 홍보 활용성, 기대효과, 주제 명확성,

- 최우수팀(1팀) : 300만원

내용 독창성으로 평가

접수 방법
- ideafin.dbfoundation.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 이메일 : gaw2018@naver.com

- 최종우수기자(3명) : 50만원
- 최우수 개인 블로그 상(1명) : 30만원

문의 사항

- 글로벌 건강특파원(3명) : 해외취재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044-201-4486)

문의 사항

문의 사항

- 연락처 : 02-3011-5544

- 운영사무국 Email : Gennext@amway.com

- 카카오톡 : @DB금융제안공모전

- 카카오톡 :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플러스친구 추가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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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분류별 일람표

솔출판사

버지니아 울프 전집 표지 공모전

디자인

11.01~12.31

올캔서

제1회 올캔서 캔!포메이션 공모전 (영상,카드뉴스)

디자인

09.10~12.23

월간교육신문

2019 세계아동미술교류대회

디자인

11.15~19.01.04

(재)완주문화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문화도시 완주 브랜드 공모전

디자인

11.12~12.12

(주) 무학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소주 브랜드 공모전

디자인

11.15~12.14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경관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11.29~12.14

C&P아동교육연구소

제7회 딸기상상미술대회

디자인

11.15~12.22

SHAPL

제 2회 샤플 디자인 콘테스트

디자인

10.25~12.20

STYLISME(스틸리슴)

STYLISME 디자이너 모집 공모전

디자인

08.13~12.31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제7회 모의 콘텐츠 분쟁조정 경연대회

기획/아이디어

11.14~19.01.04

(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평화통일 S!NERGY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1.15~12.09

서울특별시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1.12~12.17

에스원

2019 에스원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1.19~19.01.14

재단법인 동천

2018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기획/아이디어

11.15~12.30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및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31~12.07

EO GSEA KOREA

EO GSEA KOREA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 창업경진대회

기획/아이디어

08.27~12.17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시민영상전 공모

광고/마케팅

07.13~12.31

순천시청

순천시 지방세 홍보 콘텐츠 공모전

광고/마케팅

11.14~12.14

애드크림

TVCF 대학생 광고평가단 모집

광고/마케팅

10.31~12.20

UCC·영상

(주)파크랜드, (사)한국마케팅학회, (사)한국의류학회

제3회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광고/마케팅

08.28~12.31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경기도청

2019 경기미디어크리에이터 모집

UCC/영상

11.14~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ZEUS와 함께하는 연구장비 활용사례 공모전

UCC/영상

10.22~12.10

광주은행

광주은행 잘안다 잘한다 UCC 동영상 공모전

UCC/영상

11.19~12.0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UCC 공모전

UCC/영상

11.19~12.09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

UCC/영상

11.07~12.07

모다아울렛

모다아울렛 영상공모전

UCC/영상

11.01~12.20

서울특별시, 한국경제신문

서울 속 내 삶의 모든 이야기 29초영화제 공모전

UCC/영상

11.06~12.06

한국 필립모리스(주)

2018 제12회 흡연에티켓 광고공모전

광고/마케팅

12.10~19.01.09

KPR

제16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

광고/마케팅

11.14~01.07

KT&G상상univ.남서울운영사무국

KGC인삼공사 Cafe,SapoonSapoo 활성화 마케팅 공모전

광고/마케팅

11.01~12.16

한국일보

2018/19 중독예방 공모전

광고/마케팅

12.03~19.01.21

디자인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성동구청

제1회 성동구 생활밀착사업 홍보콘텐츠 공모전

UCC/영상

11.07~12.05

강원연구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CI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12.03~12.07

아이스크림티브이(주)

제 1회 2018 아이스크림TV LIVE 대학영화제

UCC/영상

11.19~12.2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18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형물 공모전

디자인

10.29~12.24

작당 청소년 축제 기획단 (김찰스와 아이들)

제2회 청소년 영상제 방과후 영상제

UCC/영상

11.05~12.14

디자인소리

Asia Design Prize

디자인

09.03~12.31

(주)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사운드플렉스와 함께하는 제2회 배리어프리콘텐츠영상 공모전

UCC/영상

11.05~12.1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디자인

19.01.01~19.01.31

(주)허그몬

제 1회 허그미 영상 공모전

UCC/영상

11.05~12.2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11.19~12.14

카피킬러

제 3회 카피킬러 UCC 공모전

UCC/영상

11.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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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석문화재단

조선셰프 서유구 전통음식경진 UCC 공모대회

UCC/영상

11.01~19.01.31

한국경제TV

시청자가 만드는 <한입경제> 영상 콘테스트

UCC/영상

11.01~12.28

한국관광공사

2018 한국여행 꿀팁 영상 제작 공모전

UCC/영상

10.29~12.14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한국전력공사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UCC/영상

10.31~12.07

마스카

Play with MASKA

예체능

07.03~12.31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 클래식 음악 공모전

예체능

12.10~12.31

바바아트

나는 화가다 학생 국제 전시회

예체능

09.19~12.15

수원 윌스기념병원

윌스 이모티콘 공모전

캐릭터/만화

11.05~19.02.01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

캐릭터/만화

10.29~12.06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물리치료하는 사람들 단체

제1회 올해의 물리치료사

경품/이벤트

10.01~12.2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9 Bu:Star 챌린지 게임 공모전

게임/소프트웨어

19.01.07~19.01.14

에몬스

2019년도 에몬스 장학생 선발 12th

장학(금)재단

11.26~12.13

사진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숨은 보물찾기 사진영상 공모

사진

01.02~12.21

국립중앙과학관

2018년 제2회 자연사 사진공모전

사진

10.01~12.20

사진

11.14~12.16

충주시청

충주관광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SHOW ME THE CHUNGJU

문학·수기

캐릭터·만화·예체능

기타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2019 JBM(Jewelry Brand Management)장학과정 모집

취업/창업

11.19~12.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UCC 및 수기 공모전

문학/수기

11.09~12.09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제 2회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게임개발 공모전

게임/소프트웨어

10.04~12.28

대구광역시

'맛' 포토에세이 공모전

문학/수기

10.26~12.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

취업/창업

11.19~12.07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제6회 우리농산물 창작동화 공모전

문학/수기

11.12~12.10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취업/창업

02.28~12.31

월간문학 한국인

월간문학 한국인 제26차 창작콘테스트

문학/수기

10.11~12.10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더아이엠씨

제2회 텍스톰 논문 공모전

논문/리포트

08.27~12.31

(재)고양지식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8 고양스토리 공모전

문학/수기

19.01.02~19.01.3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 SW챌린지 공모전

게임/소프트웨어

10.01~12.14

(재)한국방정환재단

다새쓰 방정환 문학 공모전

문학/수기

11.13~05.10

평창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1주년 기념 수기 및 사진 공모전
<A Piece Of Peace>

문학/수기

10.29~12.31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강원도청

2019 강원도 SNS 서포터즈 모집

체험/참여

11.16~12.15

체험·참여·봉사활동·해외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제5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모집

체험/참여

06.01~12.31

부산광역시

2019 부산해맞이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활동

11.14~12.17

서울산업진흥원

스매싱데이-톡 까놓고 채용 Talk

체험/참여

11.15~12.05

캄보프렌드

2018~2019년 동계방학 해외봉사활동 지원자 모집

봉사활동

09.01~19.03.31

프리즘디스트리뷰션(주)

SMART LIVING 콘텐츠 크리에이터 모집

체험/참여

11.16~12.16

한국소비자포럼

브랜드마케터 팀 화이트 16기 모집

체험/참여

10.29~12.26

힙합퍼

힙합퍼 SNS 서포터즈 '.5' 대모집

체험/참여

11.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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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굿 공모전

가이드북 배부 안내

Thinkgood·대학문화신문사에서는 12월부터 진행 되는 공모전 정보들과 당선 전략 및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을 담은
월간 공모전 가이드북 12월호를 발행 합니다.

● 배부처 : 전국 300여 대학(교) (2년제 전문·특수대 포함)
·전국대학, 대학별·대학원 학과 사무실, 취업정보실, 총학생회(여학생회), 동아리, 도서관, 우체국, 문화열람실, 구내은행, 대학 언론사 등
·정부행정부처 및 각급 공공기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경제 사회 문화단체, 청소년 학술 문화단체 및 기업체 문화홍보실
·서울 수도권 주요 대형학원, 교육관련기관, 문화행사단체, 전시행사기관 등 대학생 이용 교육 문화기관
● 개인별 우편신청홈페이지(www.Thinkcontest.com)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배부 및 우편신청 문의 : (02)33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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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전시장안내는 2018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주요전시장의 전시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전시장과 주최사의 일정상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전시장

전시장
·서울 aTcenter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

·CECO 창원컨벤션센터

·부산 BEXCO 전시장

·KINTEX 한국국제전시장

·COEX 전시장

서울 aTcenter

www.kdjcenter.or.kr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전시장 문의 (062)611-2000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로이킴 LIVE TOUR <ROchestra> in GWANGJU

12.24~12.24

엠플러스, 와이투이엔티

032-427-3901

부산BEXCO전시장

www.bexco.co.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부산 BEXCO 문의 (051)740-7300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공직박람회

12.05~12.05

인사혁신처

051-740-7504

2018 부산국제아트페어

12.06~12.10

(사)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051-806-1004

2018 보드게임콘부산

12.15~12.16

한국콘텐츠진흥원

070-8611-9803

atcenter.at.or.kr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center 문의 (02)6300-111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COEX전시장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12.07~12.09

(사)한국애견연맹

02-2278-0661~2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

12.05~12.05

한국무역협회

02-6000-5256

2018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12.05~12.07

산업통상자원부

02-6000-0826

201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12.06~12.09

특허청

02-3459-2950

2018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06~12.09

특허청

02-3459-2842

2018 상표·디자인권전

12.06~12.09

특허청

02-3459-2794

제 17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

12.12~12.16

(주)디자인하우스

02-2262-7198

2019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12.13~12.15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준비위원회

02-6000-8130~1

2018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

12.13~12.16

Reed K. Fairs (유)

02-554-3010

CECO 창원컨벤션센터

www.ceco.co.kr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문의 (055)212-1000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경남ㆍ부산ㆍ울산 통합교류전시회

12.06~12.0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055-213-8049

제14회 경남교육박람회

12.13~12.1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

055-210-6106

KINTEX 한국국제전시장

www.kintex.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KINTEX 문의 (031)810-8114

www.coex.co.kr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COEX 문의 (02)6000-011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VR EXPO 2018

12.18~12.19

에코마이스 주식회사

02-6000-4277~8

[1부] 2018 코리아 크리스마스페어 & 기프트 원더랜드

12.07~12.09

KINTEX

031-995-8182~6

서울아트쇼 2018

12.22~12.25

(유)서울아트쇼

02-1577-3614

[2부] 2018 코리아 크리스마스페어 & 기프트 원더랜드

12.14~12.16

KINTEX

031-995-8182~6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W2018

12.28~12.31

오씨메이커스

02-2062-8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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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창조,
대한민국 공모전
종합 미디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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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굿’ 공모전 미디어는 지식·정보·문화·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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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스마일마크 콜렉션 페스티벌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습니다.”
기업·단체 등의 CI·BI 속에서, 각종 상품이나 행사디자인 속에서, 길거리의 포스터와 간판 등
다양한 이미지나 낙서 속에서도 스마일 마크는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일 마크 적용사례를 찾아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스마일 마크 사진은 씽굿 사이트 스마일 마크 갤러리에 상시적으로 소개되어
참여자와 독자 모두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 씽굿데이 추진위원회·씽굿데이 담당자 ■
공모 및 공동기획 협찬·후원사·참여안내 02-334-7540
이메일 smile@thinkcontest.com
홈페이지 www.Thinkcontest.com

을

만나려면?

전국 300여 대학의 진로·취업·정보센터 학생관련부서와 대학별 대학원 및 각 학과를 비롯,
서울 수도권 주요 사회·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3,000여 곳에 배부되어 비치되고
있습니다.
제호 DESIGN -

※ 공모전 가이드북의 개인별 우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 Thinkcontest.com의 “공모전
가이드북 우편신청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SN 1975-6526 07 비매품

● 전국 대학 대학원·대학별 각 학과사무실, 총학생회(여학생회), 동아리,

도서관, 우체국, 취업정보실,
문화열람실, 구내은행, 대학 언론사 등 학생부서 및 대학기관
● 정부행정부처·공공기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사회문화단체, 청소년 학술 사회 단체
및 기업체 문화홍보실
● 서울 수도권 주요 대형학원,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대형 카페, 문화행사 단체 등
● 개인별 우편신청은 홈페이지(www.Thinkcontest.com)에서 안내되며 소정의 발송료를
보내주시면 원하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공모전 가이드북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www.Thinkcont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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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도서관이나 학과에 희망도서 신청을 해보세요.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공모전 가이드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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