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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씽굿 조회수 탑 인기 공모전 베스트 20
하반기 공모전 당선확률 높이는 성공 10계명
지식Q&A - 정부공공기관 공모전 경향과 지원전략
이달의 수상작품 갤러리 <23면>

기업 사회공헌 분야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가이드 하는 사회공헌 JOB수다

등록번호 마포, 라 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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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공모전 마감 캘린더 <14면>
씽굿과 함께 하는 11월 추천 분야별 공모전

11월의 사이트에서
새로워진 변화를 찾아라
(2018년 11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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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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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습니다.”

매월 19일은
스마일 마크를
보내는 날입니다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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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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Who

●

●

CALENDAR

SUN
4
부평구문화재단(공공기관),
2018 청년예담
<청년, 공연장을 움직이다>
● SM

entertainment,
팬북 미디어 아트 콘테스트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뉴딜
SNS 콘텐츠 공모전
● (주)

선진,
2018 선진 농·축산
ICT 아이디어 공모전
● 

스미후루코리아,
스미후루 바나나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2018
SNS콘텐츠 공모전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제 10기 기자 모집
● 대전광역시

서구청,
제2회 대전서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정책네이밍 대국민
공모전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영상
공모전
● 보건복지부,

2018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아이디어 및
캘리그라피 공모전
4060, 그대에게!

25
LNA,
LNA 제7회 신발디자인
공모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의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사진 공모전
● (주)플레이타임그룹,
제1회 플레이타임그룹
놀이기구 아이디어
공모전
● 

14 Thinkgood

5

6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제5회 Well-Family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공모전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인재매칭
● 전라남도청,

2018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
수영구 관광사진 공모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2018년 저작권콘텐츠 공
모전
● (주)

에어필립,
2018 에어필립 캐릭터,
유니폼 디자인 공모전
● 

13

한국창업마케팅사관학교,
창업마케팅 전문 강사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 1기
● TVCF,

제 11회 서울영상광고제
Young Creative Awards
● 서원대학교/충청북도/

청주시, 인쇄소공이들을
위한 문화상품개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 

20
법무법인 법승, 법승공모전,
제4회 법무법인법승
당신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 한국산지보전협회, 2018
년 산사랑 사진 공모전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원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26

27
(재)독도재단,

● 

제 2회 K-독도 공모전

천안시청, 흥 넘치는
천안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 

16

아산사회복지재단,
2018년 대학(원)생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전

10
3.1문화재단,
제3회 3.1운동
새로 읽기 공모전

● 

서승우 | 사진 공모전 내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비 | 씽굿 씽긋웃을수 있는 기회가 되길 여름 |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얻고자 방문했는데 정보량이
많아 덕분에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참고합니다. 홈페이지 개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솔 | ‘씽굿’ 화이팅;- 김유진 | 화이팅 행복을찾은사람들 | 파이팅! 이향규 |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좋은 생각! think good 장은미 | 파이팅! 남상빈 | 항상 많은 도움 받고, 또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 신주
원 | 공모전 아자아자! 강다연 | 화이팅입니다!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화이팅 박보영 | 공모전 사이트 중에 으뜸이 되길! 정소연 | 힘내세요 삶이축제다 | 응원합니
다 손보람 | 화이팅 신동철 | 좋은 공모전 부탁드립니다. 최우석 | 최선을 다하자 포레
스트 버드 | 화이팅 컬처플 | Go for it 조재권 | 힘내세요^^ 백승철 | 귀사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윤아 | 힘 내! 김재원 | 화이팅!! 이환웅 |
파이팅 양무진 | 응원합니다 빈정하 | 응원합니다! 박예리 | 다양한 공모전을 한 곳에

17

국립생태원,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광역시/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제8회 부산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
●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홍릉 과학 클러스터
공공디자인 공모전
●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
재판 수기 공모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다닌 공모전 사이트 중 최고 손호준 | 화이팅입니

● 

22

2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홍보 컨텐츠 공모전
●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 UCC
(사진/동영상) 공모전
● KB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SAT

9
서울시,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UCC 공모전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홍보UCC
국민참여 모집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 지방재정
정책제안 공모전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방송통신위원회,

2018 일사일터 노동자영
상공모전
● 

15

21

● 

FRI

8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2018 김대중노벨평화
기념관 김대중 정신함양
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대회
● LG화학/LG전자,

LG 소셜 영화제 1분 1초
● 

14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
대상 지역 우수 관광상품
공모전
● (주)

하이원추추파크,
2018 ChooChoo-Festival
아이디어 공모전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장애인 나들이
버스 명칭 공모

JDC,
JDC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THU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KEI 국제 환경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 공블러,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대외활동
너나공 59기 모집
● 플로랄프로렌코리아

E&E, Bring Your Own
POLO 패션 리폼 공모전
● 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
2018 경기대학교
크라우드펀딩 캠프

19
● 

WED
● 

12

18
● 

TUE

● 

11
● 

MON

다. 박은혜 | 씽긋 파이팅입니다. ^^ 에코파티메아리 | 에코하게 파티처럼 화이팅! 이

씽크콘테스트 클럽 라운지에서는 씽커회원님들의

우용 | 통통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공모전! 씽굿 화이팅입니다 :) 김재환 | fightin

자신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토크게시판(공모전 관심

차주형 | 화이팅 김영민 | 새로운 가치창조 화이팅! 박아름 | 사이트 너무 깔끔하고

분야, 당선전략, 팀원구하기, 댓글남기기 등) 이 운영

좋아욤 이나리 | 공모전을 처음 접하는 거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위한 정보 소통의 창구로

화이팅입니다!! 전용택 | 좋은 일들 많으

많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Think club.

24

시길....^^ 홍진아 | 저를 포함한 많
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이트인
만큼 더 번창해졌으면 좋겠네요^^

● 

평대원 | 씽굿 너무나 좋은 사이트!! 응원합니다. 안병구 | 상상력 쏙쏙 대한민국 파이팅 김상아 | 응원해요 조정은 | 이렇
게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철 | 씽굿~ 단어 그대로 씽긋 웃음이 저절로 나는 홈페이지~ 김현경 |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허준호 | 목표를 정하면 망설이지 마라. 이진서 | 화이팅! 전성국 | 학교에서 처음으로 공모전을 해봤는
데, 떨어지고 몇 달 후에 여길 알게 됐네요. 화이팅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 응원합니다! 김성희 | 창작의 고뇌로 수고하
시는 회원여러분~~ 공모전에서 입상하시길 응원합니다! 오혜원 | 씽긋 응원해요~ 박윤지 | 씽굿 공모전 사이트 화이팅!
선승완 | 감사합니다. 고의천 | 씽굿 화이팅!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송경원 | 알찬 공모전 정보 감사합니다. 크래프토리

28

29
(재)충주중원문화재단,

● 

지역특화스토리텔링
(창작스토리) 공모전

30
이마트24, 이마트24
리브랜딩 1주년
고객감사 대국민 공모전,
나의 어머니
● 저축은행중앙회,
2018 저축은행
광고·캐릭터 공모전
● 섬김과나눔 더진국,
더진국 UCC 공모전
‘show me the 진국’
● 환경재단,
‘물과 사랑’60초 영화제
● 

|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다혜 | 공모전 화이팅 백성현 | 국내 최대 공모전 포털 화이팅 황현우 | 씽굿 화이팅
김주환 | 열정이 가슴에만 담겨 있게 내버려두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일규 | 홧팅요! 서현경 | 씽굿 화이팅! 변상은 | 씽굿에
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영 | 화이팅!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예주 | 씽굿
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모전 포털이다. 이곳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공모전 짱이 될 것이당! 박나영 | 내가 바로 공모전 위너
곽채은 | 다양한 공모전 정보를 제공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 씽굿 사이트 (www.thinkcontest.com) 회원 가입시 코멘트 코너를 작성하시면
응원 메시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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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주로 대학생이며 그들이 내는 출품작은 아마추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최사가 공모전을 개최하는 이유는 그런 아마추어에서
나오는 기발한 발상전환을 얻기 위함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반기 기억해야 할
공모전 도전전략 10계명

셋째,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공모전은 현 시대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유행패턴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니즈나 요구를 접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최사가 공모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목적에서 더 나아가 “참신한
새로운 발상”을 얻어 “실제로 기업에 활용

넷째, 열정을 작품 곳곳에 표현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 열심히 일한 당신의 흔적이

수상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공모전을
준비하는 도전자들은 ‘수상자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글 이동조 전문기자

곳곳에 녹아있다면 ‘수상확률’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자료 속에

여덟째,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공모전 당선자들도 여러 번 실패의

열정이 그대로 배어있고 자료 수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심사위원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세요.

다섯째, 주최사를 철저히 파악하세요. 공모전의 성격은 주최사에서

아홉째,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을 구성할 때는 팀워크가 공모전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최사가 이 공모전을 통해

준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견조율이나 각자 역할을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최사의

수행하는데 있어 마음 편한 친구가 좋을지, 능력 있는 협조자와

사업방향이나 회사분위기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존 당선작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열 번째, 출품할 때 꼭 신경 쓰세요.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놓고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쉽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바로 지난 당선

출품할 때 몇 가지 실수를 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품들입니다.

만들어낸 출품작이 공모전 담당자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주최사의

먼저 홈페이지나 기업담당자들을 통해 기존 당선작들 공개여부를

요구사항이나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검토하세요. 처음 시행하는 공모전이라면 비슷한 분야의 작품을
보면 됩니다. 만약 캐릭터 공모전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감이 안
우선 다음 네 가지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공모전에

다양한 공모전 수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공모전

온다면 우선 인터넷에서 ‘캐릭터’를 검색해 많은 캐릭터들을 보는 게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당선으로 가기 위한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좋습니다.

같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많이 보면 캐릭터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 자신 있는 분야를 고르세요. 공모전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곱째, 관련분야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체크하세요. 심사도 사람이

는 ‘관심이 있는 분야’, ‘잘 아는 분야’, ‘전공과 관련된 분야’, ‘가장

하는 일입니다. 어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평가기준과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수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기업임원이라면 기업이익이나 실용성에
최대 점수를 줄 것이고, 학자나 교수라면 논리성이나 형식을 꼼꼼히

둘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공모전의

16 Thinkgood

체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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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씽굿 조회수 가장 높은 공모전 20선>
조회순

씽굿 조회수 핫 공모전 베스트 20
올초 1월 1일부터 이달 10월 9일까지 씽굿 공모전 조회수를

공모전명

14,809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수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13,797

SK텔레콤 오지는 아이디어 공모전

SK텔레콤

13,589

물관리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한국수자원공사

13,378

2018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한국장애인재단

12,872

2018 대국민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707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영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12,672

2018 재난안전 학교시설 제안 공모

경기도시공사

12,456

2nd 그래픽 디자인 공모전

JTBgroup

10,970

제1회 TV-CM IDEA-CONTEST

코리아교육그룹

10,945

2018 제1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한국가스공사

10,850

제5회 송건호 대학사진상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미디어

10,652

2018 기후변화적응 아이디어 & 일러스트 공모전

대한민국 환경부

10,641

2017 고양 스토리 공모전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10,569

제14회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서울시청

10,407

제3회 동영상 공모전

성남여성의 전화

10,40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

10,359

2018년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10,141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환경부

10,060

제11회 전 국민 잡지읽기 공모전

(사)한국잡지협회

10,052

2018년 서울시 앱 공모전

서울특별시

중앙정부기관 공모전 인기 탑

분석할 결과, 1위에 오른 가장 핫한 인기 공모전은 국민권익

주최사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2건을 차지했습니다.

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한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조회수 탑 20에 들어간 공모전 주최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기관이

공모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랑받은 공모전 베스트 20를

가장 많았습니다. 총 7건이 국가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전들

홈페이지 접수 선호

소개합니다.

이었습니다.

핫 공모전의 접수방법은 어떤 타입이 많았을까요? 홈페이지에

글 이동조 전문기자

학교/재단/협회가 주최하는 공모전 4건이 뒤를 이었으며, 공기업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수’가 14건

공모전이 3건, 대기업 주최 공모전이 3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공모전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이 2건, 신문/방송/언론 주최 공모전이

홈페이지와 우편접수가 1건, 홈페이지와 우편 및 방문접수가 1건

1건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 외 웹하드 접수가 1건, 이메일 접수가 1건으로

조회수 탑에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꼽혀

올랐습니다.

집계되었습니다.
참가자격은 ‘제한 없음’ 대부분

올 공모전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이 주최한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이었

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가장 많아

높은 관심도와 인기를 보인 베스트 20선에 오른 공모전들의 참가

총 상금 3천만원 이하 공모전 많아

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상위 20개 공모전 중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전이

자격은 대부분 ‘제한없음’으로 16건이나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올 해 핫 공모전의 총 시상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20건 공모전 중

콘텐츠, 아이디어, 작품을 모집하는 공모전들이 가장 관심을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많은 분야는 홍보작품이나 영상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의 공모전이었던 것입니다.

16건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상’

끌었는데요, 2위에는 SK텔레콤 ‘오지는 아이디어 공모전’, 3위에는

등을 모집하는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대학생이 포함된 참가자격이었는데요, 대학생 대상 공모전이

공모전이 8건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공모전이 총 3건이었으며 문학수기 공모전이 2건,

1건으로 나타났고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또한 1천만원 이하 공모전 역시 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천만원

4위에는 ‘2018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5위에는

디자인 공모전이 1건, 캐릭터 공모전 1건, 앱 공모전이 1건 등의

1건이었습니다.

이하 ~ 3천만원 이상’ 공모전은 3건이었으며, 기타 공모전이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대국민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이

순이었습니다.

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을

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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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하는 11월 분야별 추천 공모전
주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완연하게 물든 단풍과 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따듯해집니다.
이렇게 마음까지 따뜻한 가을은

11월은 공모전 또한

UCC/영상, 건축/건설, 과학/공학 부문 등.
한 공모전에서 다양한 부문을 진행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원하는 공모부문을 먼저 찾은 다음,
자신 있게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1월에도 씽긋하게 웃고, 공모전 도전과 함께 씽굿하세요!

☞ 주요 공모전 요강은 반드시 씽굿(www.thinkcontest.com)이나 주최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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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BI 공모전

디자인, 광고/마케팅

10.29~11.05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지방재정 정책제안 공모전

논문/리포트, 기획/아이디어

09.03~11.09

3.1문화재단

제3회 3.1운동 새로 읽기 공모전

논문/리포트, 기획/아이디어, 문학/수기

10.01~11.10

스미후루코리아

스미후루 바나나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네이밍/슬로건

10.11~11.11

JDC

JDC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01~11.13

문화체육관광부

2018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디자인, 캐릭터/만화

11.01~11.14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2018 생명나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UCC/웹툰/광고마케팅

09.21~11.14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홍릉 과학 클러스터 공공디자인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건축/건설

07.31~11.16

국립생태원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과학/공학

10.16~11.16

부산광역시,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제8회 부산 MICE 콘텐츠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09.17~11.1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영상 공모전

UCC/영상

10.15~11.18

보건복지부

2018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아이디어 및
캘리그라피 공모전 4060, 그대에게!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예체능

10.01~11.18

한화토탈

2018 한화토탈 대학생 광고 공모전

네이밍/슬로건, 디자인, 광고/마케팅

10.15~11.18

법무법인 법승

법승공모전,
제4회 법무법인법승 당신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10.20~11.20

한국산지보전협회

2018년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사진

09.20~11.20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병원

2018 메디컬 스타트업 페스타

기획/아이디어

10.31~11.22

저축은행중앙회

2018 저축은행 광고·캐릭터 공모전

광고/마케팅, 디자인, UCC/영상

10.15~11.30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제1회 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

광고/마케팅, 디자인, UCC/영상,
문학/수기

10.01~11.30

이마트24

이마트24 리브랜딩 1주년 고객감사 대국민 공모전,
나의 어머니

사진, UCC/영상, 문학/수기

10.12~11.30

섬김과 나눔 더진국

더진국 UCC 공모전 ‘show me the 진국’

UCC/영상

09.17~11.30

한국전력공사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UCC/영상, 캐릭터/만화

10.31~12.07

다채롭고 다양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기획, 아이디어, 디자인, 광고, 논문, 문학, 네이밍에

응모분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다양한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풍요로움까지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주신 게 아닐까요?

공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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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모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사 주최

공공 공모전의 특징과 도전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에디터의 수상작 초이스

정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정말 많이 시행되고 있습
니다. 이는 공모전 프로그램이 매우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겨레신문사는 매년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을 진행하며 전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이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이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작품을 통해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정부 공모전은 일방통행식 과거 관주도의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구하고 소통하고 결정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최기관은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정책반대를 줄이거나 교감을 높여

대상

정책추진도 강화될 수 있어서 공모전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일반부 대상] 이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알림

지폐 ‘만원권’에 그려진 일월오봉도.

정부나 공공기관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콘텐츠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우리 민화 일월오봉도와 그에 연관된 십장생도. 그 속에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모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브랜드, 여행 및 사진,

아름다운 한글을 숨은 그림처럼 담아내면 재미있을 것

정책제안, 지역특성화 등과 관련된 공모전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았습니다.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하나의 그림, 그 속을 하나하나

특히 지자체 공모전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자체 여행관광 사진 공모전의

들여다보면 자기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상시적 진행 ▷지자체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시민 아이디어 모집 등이

있는 한글’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 브랜드 제정에 관련된 공모전 붐, 지자체 지역 특산물,
특성화 정책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행사 기념 공모전 등과 관련 된 주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군 단위의 공모전도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상

대상

그러나 도전자 입장에서 행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공모전의 경우
일정이나 시행여부에 다소 변수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각 행정부 사이트나 공모전 정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관심 있는 정부공모전이라면 예상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권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도전할 때는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에 실질적
인 성과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부 대상] 박솔비

해당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 정책에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기대효과가

현 시대 한글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제안하는 작품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

“하늘연달 아흐레”, ‘하늘연달’ 이란 10월로 ‘밝은뫼에

친구들에게도 한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아침의 나라가 열린달’이란 순우리말이며 ‘아흐레’는

니다. 또 생활 속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불편이나 불만요소를 체험하거나

주고 싶어서 한글 창제과정을 일러스트로 그렸습니다.

9일을 뜻합니다. 순우리말을 이용하였으며 작품 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경우 메모해 두었다가 좋은 대안을 제안하면 수상하는

전체적으로 무채 톤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달과 산의 표현이 독특한 작품입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 그림의 집중도를 높이고 창제과정을 흐름에 맞게
글 이동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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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대상] 하주현

그려내어 내용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글 김태곤 기자

Thinkgood 23

CONTEST PREVIEW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 체험

▶ 곤충 채집 및 보호 활동

▶ 생태계와 기후변화 포스터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태연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니다.

있는 연구과제 등과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국립생태원은 법정 및 고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사업은 법에 의해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연구사업으로 전국
동·식물 분포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사업인 전국자연환경조사,

참가자들에게 수상을 위한 TIP과 응원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특정지역 조사·평가사업(DMZ일원 생태계조사, 백두대간 생태계 정밀

생태연구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기존에 생태에 대한

조사, 해안사구 정밀조사, 무인도서 정밀조사, 특정도서 정밀조사, 생태·

궁금했던 사항이나 전국의 벚꽃개화시기 조사와 같이 국민이 함께

경관우수지역 발굴 및 정밀조사),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사업(LMO 선별기술개발, LMO 환경위해성 연구, LMO 자연환경

같습니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외래생물 안전관리 사업(생태계교란생물

그리고 수상을 위한 TIP보다는 생태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

모니터링, 외래생물 정밀조사 및 전국 서식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생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존에 어떠한 생태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고유연구사업으로는 기초생태선도연구(제2차 국가장기생태연구,

합니다.

생태계 기후변화 조사연구, 식충성 박쥐의 생태적 역할과 기능연구, 환경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가지는 내생균 연구, 환경영향평가 방법 연구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국토환경보전연구(아고산 생태계 적응과정 및 기능 규명 연구, 기후변화

이번 공모전은 기존에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는 생태

대응 구상나무 분자생태학적 연구,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

연구의 큰 틀을 깨고 국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개화, 도시생태계의 기후환경 조절 기능

박영준 전임연구원

생태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생태축 로드킬 조사평가 연구 등), 생태신기술연구(생태정보구축연구,

발굴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생태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생태모방연구), 생태가치 평가증진연구(생태계서비스 경제사회가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국민이 직적 제안하는 창의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생태연구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평가기법 개발, 핵심 생태자산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보전방안

아이디어를 생태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발전 및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구, 지역의 생태가치 평가 및 인식 증진방안 연구), 연구협력기반사업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국립생태원 연구기획관리팀

공모전’을 오는 11월 16일까지 개최합니다.
담당자인 박영준 전임연구원님을 만나 이번 공모전 도전가이드를
들어보았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생태정책 대응 연구, 생물다양성과학기구 지식 및 데이터

공모전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지원단 운영), 멸종위기야생동물 복원연구 등 다양한 생태연구를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기후변화나 로드킬과 같은 특정주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연구 주제 중 개화(開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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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설성효 기자

● 국립생태원

소개

국립생태원은 생태연구를 선도하고 생태가치를 확산하는 생태연구·
보전·교육·전시 기능의 생태종합기관입니다.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야생생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국토환경보전기본
정책 수립에 생태전문기관으로 지원·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과 경북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두 곳에서
생태조사·연구 및 평가, 생태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동·식물 등 생태관련 전시, 체험 및 홍보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전국모니터링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국민 야생동물 찻길사고

수상작품은 추후 어떻게 활용되나요?

있으며 생태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로드킬) 조사 등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감형

수상작품 중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향후 국립

생태관광사업, 생태지식문화도서 출간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쳐 생태

주제를 공모 받고자 합니다.

생태원의 주요한 연구과제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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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 PREVIEW

▶ 2017년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단체 사진

▶ 2017년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축사

공모전 담당자

Interview

올해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개최목적과 함께 간략한

▶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 2017년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시상모습

▶2
 017년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장내 전시

조회수는 포털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라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아주 익숙하고 일상적인 말이 될 겁니다. 한국

주제를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림으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한전을 좀

전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을 이끌면서 기술의 변화를 매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웹툰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핏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이런 말에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흔히들 ‘전기’라고 하면 어렵다고만 생각하세요. 이번 공모전은

공모전 부문별 제출 방법과 함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산업 트렌드를 더 많은 국민 분들께 쉽게

출품작은 한국전력 유튜브와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세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에너지 트렌드와 한국전력에

전나임 차장

알려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나에게 더 가까운 에너지’

접수 과정부터 외부에 공개되는 만큼 응모 규격을 꼭 확인해 주시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데요, 내가 꿈꾸는 에너지 세상,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전환과

스토리나 음원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가 주최하는 ‘한국전력

디지털변환’, 그리고 ‘한국전력의 역할과 성과’를 잘 담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접수가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상과 웹툰,

추후 수상작품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진행됩니다.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 전나임 차장님을 만나

두 가지 부문에서 작품을 받고 있습니다.

총 42점의 작품을 선정하는데, 수상작품은 한전 소셜미디어(유튜브,

한국전력공사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페이스북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내행사나 한국전력의 다양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새롭게 웹툰 분야가 생겼습니다. 응모 분야에

오프라인 행사, 전국의 사업소에서도 선보여 직원, 고객들에게도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개할 생각입니다.

만화는 모두가 좋아하고 친근하게 여깁니다. 복잡한 이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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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태곤 기자

● 한국전력공사

소개

한국전력공사(이하 ‘KEPCO’)는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전력서비스를 통합 제공
하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만화로 만들면 이해하기 편해지죠. 특히, 종이 만화가 웹툰으로

마지막으로 예비참가자들에게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혁신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국민

넘어가면서 전달 범위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웹툰의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디지털변환,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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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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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한글
손작업으로 표현한다면?”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수상작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작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보던 중 외국인이

한겨레신문사,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한글로 된 간판을 보고선 감탄하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과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이 외국인의 눈에는 하나의 예술로 보인다는

우수작 전시가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 일반부 대상 수상자
이슬기 님의 수상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대상 수상자 이슬기 님

▶ 수상자 이슬기 님 작업 모습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엔 주변 어디를 가도 많은 외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글을 조금 더 친숙하면서도 한국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폐 ‘만원권’에

일 반 부
대
상

그려진 일월오봉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민화 일월오봉도와 그에 연관된 십장생도.
그 속에 아름다운 한글을 숨은 그림처럼 담아내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슬기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하나의 그림,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님
(아동미술 교사)

자기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한글’이라는
해준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콘셉트를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방황하던 스스로에게 단단한 이정표를 세워준

▶ 일반부 대상 수상작

것 같아 더없이 기쁩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혹시 동명이인이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닐까?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입술은

단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민화를 일러스트적으로 표현했을 때

꿈틀꿈틀 심장은 두근두근 오늘 잠은 다 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느낌이 나오거나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축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하던지

또 기존의 한국적인 느낌을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제 그림의 색채가

그 선택과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묻어날 수 있는 색을 고르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도 짧게 ‘축하한다’라고 한마디 스윽 건네 주셨지만

글 장소영 기자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겼는지 알고 있기에 가슴이

‘만원권’에 그려진 일월오봉도에서 한글 숨은 그림찾기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멋지다, 역시!”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소중한 버팀목
범중이와 “넌 크게 될 사람”이라며 내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일반부 대상 수상을 축합니다. 소감은?

해주는 단짝 효선이에게도 “덕분이라고,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품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고 싶습니다.

미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동미술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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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다시 붓을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공모전에 출전하게 되신 계기와 공모전만의 매력이 있다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참가하게 된 공모전에서 큰 상까지 받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내 그림에 목마름을 가지던 중 공모전을

모릅니다. 일을 마치고 공모전 준비를 위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고요하지만 어지러웠던 그 순간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모전을 나가고 싶지만 디지털작업에

행복했습니다.

미숙한 터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수작업을 통한 엽서만 응모 가능’

내가 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잠시 잊고 살았던 그 때의 설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이라는 내용을 보고 부담 없이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작업이라는

당선 팁
1. 대상선정.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단축됩니다.
2. 자료조사. 전년도 당선작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 요즘 한글에 대한 생각은 어떤 방향인지 등 충분한 자료
조사가 되어있다면, 내 그림에도 충분한 내용이 담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3. 자신감. 내 그림이 어떤지는 우선 스스로가 평가하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내가 뿌듯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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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INTERVIEW

법

무

부

교 정 시 설

설 계

대학생
공

아이디어
모

전

수·상·자
인·터·뷰

“시민들에게 일부가 개방된
도심형 교도소 어때요?”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8월 16일까지 미래 건축가와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264팀이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15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대상을 차지한 영광의 수상팀을 만나 수상스토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대

▶ 대상 수상자 오무열 팀장이 수상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대상 수상자가 시상하는 모습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정시설을 탐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도관은 그 연결을 돕는 매개자로 또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참관할 수 있는

받습니다. 이로써 교정시설은 시민의 감시와 관심으로 작동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기반시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법무부(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C 한국형 미래 교정시설 표준모델 설계라는 주제로 6월 5일부터

상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영치금
Concept Diagram

Someone’s

Day(시민-교도관-

)

URBAN

CORRECTIONAL FACILITY

Circulation Diagram & Drawings

Area&Unit Diagram

으로 사먹는 빵의 종류와 같은 부분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공모전의 매력이나 특징은?

그곳 나름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정시설이 기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00

님

세부적이라는 것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2

PAN-OPTICON(모두를-본다):

21C:

농경사회의

시간관념

해체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실의 시간별
공유가 가능한 시대
교도관: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적 특성 ->

님

① 보안출입복도

(시민간접소통영역)

(인터랙티브 스크린 포함)

⑧

⑦

⑧ 수용거실
⑨ 수용동공유공간

(세탁실, 다목적실, 실내작업실)

아래로

⑥

⑩
감시역할

해방

③
⑥
위로

③
위로

⑩

⑤

⑨

①

②

④

①

⑤

CCTV와 시스템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도관의

④

(수용자와

비위계적 시선교환 가능)

②

⑦
⑧

N

③

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도관의 통제역할 해방 -> 기술이

0m

특정 시간대에 외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
(실내작업실, 샤워실, 다목적실, 종교시설
등)의 시간대별 공유가능
N

0m

10m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경>
Lorem ipsum
내가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창밖에는 교도소가 보인다. 2년 전 당시 우리
동네에 교도소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꽤 잘 자리 잡은 듯하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을 때면 개방된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곤 한다. 회사 동료의 말에 의하면 가구와 같은 제품 제작을 의뢰하면 받아볼 수도 있다고도 하여 오늘 찾아가보려고 한다.

무엇인가?
<수용거실>
오늘은
교정프로그램의
일환인 가족의 날 행사가
있는
날이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상태다. 같은 수용거실을
쓰는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
보인다.
어느새
담당
교도관이
운동시간임을
알려주며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읽던 책을
침대에 두고 거실 밖을
바라본다. 오늘같이 기분이
좋을 때는 선큰을 통해
수용동을 비춰주는 햇빛이
유독 밝게 느껴진다.

출입관리실
코어
업무처리실
조사.상담실
진정실
진료상담실
Dayroom
화상접견실

(인터랙티브 스크린 포함)

⑪ 수용동공유공간
⑫ 샤워실
⑬ 민원실, 면회실
⑨
⑦

직주형

EPIDEIXI

역할: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정시설의

위계가

있는

->

출입영역으로부터

수용자관리영역까지

⑫

교도관후생영역,
이어지는

⑤
③

②

⑩

⑪
⑥

<실외운동장>
실외운동장의 높은 벽 위로 보이는 하늘이
맑다. 평소에 수다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쾌활한 한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농구
시합을 제안한다. 평소 같으면 받아주지
않을 제안인데도 웬일인지 오늘은 흔쾌히
승낙한다. 이럴 때면 복역을 끝낸 후 담당
교도관과 형 동생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지나간다.

보안성을 고려한 간접소통프로그램 도입

⑬

위해

어쩔수

N

<수용동공유공간>
운동이 끝난 후 샤워실로 이동한다.
샤워실과 함께 작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이 공간은 수용동 공유공간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찝찝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이 목욕을 끝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없이

발생되었던 교도소 내의 (사회의 규범과
관계없는, 폭력적인) 자체 규범 -> 복역 후
수용자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

개 요

1층 평면도

연면적: 4,128m²
최대수용가능인원: 216명
층수: 지하1층~3층

축척 1:200
0m

8m

(두층의 복층형 수용거실)

기본 형태인 방사형은 상대적인 확장성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 가능 -> 사회에
적용

가능한

교도소

내의

새로운

에피스테메 요구

<야외전시벽>
걷다보니 경사로의 3분의2정도가 지난 부분부터는 벽이 등장한다. 벽에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걸려있고 멈춰 서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전시용
스크린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새로 도입된 교정프로그램인
시민과의 간접소통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랙티브 스크린에는 저장된
단어나 문구를 이용하여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까지
들으니 더 흥미가 생긴다. 작업 결과물들의 질이 예상외로 뛰어나서 이왕 나온
김에 필요한 가구를 의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Dayroom>
식사시간 겸 휴식시간이다. 교도관의 인솔을
따라 Day Room으로 돌아온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내 담당 교도관은 수용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몇몇
교도관들과 함께 Day Room에 마련된 같은
배식구에서 배식을 받은 후 자리를 잡았다.
식사시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연스레 생활하면서 생긴 고충이나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즉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위안이 된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정해진 시간까지 각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 다들 화상접견을
하거나 아니면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 결과물에
달린 시민들의 리뷰를 보거나 한다.
<선큰테라스>
원래는 교도관후생영역에 속한 이 테라스는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면 시민과 수용자들에게
개방된다. 그런 날이면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이지만 그래도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다행히 오늘은
야간근무가 없는 날이라 퇴근 후 아내와
아이에게 가져다 줄 닭강정을 사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교도관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교정 환경 진화에 힘쓰는
에이전시로서의 새로운 역할 부여

<옥상광장>
옥상에 도착한 후 마련된 부스를 찾는다. 부스 안에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교정프로그램과 의뢰 가능한
품목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두 명 정도 줄을 선 상태라 기다려야할 듯하다. 옥상 주변을 돌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던 중, 중앙 부분에 강연회가 한창이다. 들어보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지역시민인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양이다.
가끔 이렇게 강연이나 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다음에 의뢰 과정을 확인하러 다시 방문할
때는 함께 강연을 들으러 오자는 연락을 회사 동료에게 해본다.

Panel no.1

<선큰테라스>
기다리던 가족의 날 행사 시간이 되었다.
다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왁자하다. 물론
밖에서 싸온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도 반갑다. “
이거 만드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눔아!”
잔소리로 시작된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다.
사촌동생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그러다 괜스레, 이
공간을
마련해준
교정관들과
교정직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슬쩍
옆을 바라본다.

나뉩니다.

었지만, 그 이후에도 교도관의 주된 업무는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각 그룹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교도’는 우선적으로 감시와 통제라는 환경이 갖춰져야 이루어질

서로 분리해야 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만 했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PAN-OPTICON의 시각적

영역 분리, 보안과 효율 등 각종 고려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계와 함께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PAN-OPTICON의 감시탑은 이제 CCTV와

보안시설이면서 성격이 다른 사용자가 공존한다는 점이 일반사회

중앙통제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도관들은 감시탑에서 내려와

에는 없는 교정시설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을 때 유용

최대높이: 15m

복제

수용자와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Dayroom>
내 경험상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것 보다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도 어김없이 누가 누구랑 말다툼을 했다는
둥, 자신의 결과물에 달린 시민들의 리뷰가
불만스럽다는 둥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21C 기술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가능성:

1961년 개정된 ‘행형법’에 의해 형무소의 명칭은 교도소로 바뀌

-> 시민영역과의 물리적 분리 -> 지하

확장
<수용동공유공간>
수용자들을 수용동 공유공간으로 이동시켰다.
샤워실 벽이 천장까지 막혀있지 않아 소리가
들리는 방식으로 감시가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든다. 수용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통제가
가능한 방식이 교도소과 교도관이 지향해야할
점으로
배운
후
언제나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또 자랑할만한 점은 다른 교도소
보다 넓은 샤워실과 작업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두 수용동의 일과 시간을 다르게 한 것을
활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은 최대한 한
공간에 합쳐져 있다.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지어진 교도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교정직 공무원 외 업무인(심리상담사, 의사, 종교인), 수용자 4그룹으로

선큰으로 진입하는 출입영역 계획

⑦

교정시키는 것

통제를

동선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면적사용

④

심층적, 도덕적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와

영역

구분을 원형으로 전환 (최대한 복도 제거)

<실외운동장>
한 수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구 한
게임을
진행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합이라면 자장면 내기라도 걸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곳에서는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수용자와 함께 땀
흘리는 경험이 나쁘지만은 않다. 운동장
양
끝에
마련된
계단에서
3층의
종교시설로 이동하는 수용자와 교도관이
보인다.

교정시설의

완성하기까지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피난계단)

(세탁실, 다목적실, 실내작업실)

①

21C ->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인간적

<야외산책로>
가까이 가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 경사로로 이루어진 수직 공원에는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인다. 회사 점심시간에
산책할 겸 나와서 걸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벽 하나를 두고
교도소 내부에 수용자와 교도관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기도 한다.

샤워실,

다목적실, 종교시설 등)을 두어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및 체계적 보안 운영 가능

⑨ 수용거실
⑩ 실외운동장

⑧

교류 가능

에피스테메

수용동공유공간(실내작업실,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PAN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교도관의
본질적 역할인 교정이 비로소 드러나는

교정시설의 사용자는 교정시설 방문자(시민, 민원인), 교정직 공무원,

3층 평면도
축척 1:500
10m

대체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인간의 역할은

<업무처리실>
오늘은
담당
수용동의
교정프로그램의
일환인
가족의 날 행사가 있는
날이다. 이런 날은 아침
인원점검
때
수용자들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다.
일정에
맞춰
수용자들을
인솔할 때도 수월하기도 하고
힘찬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 둘의 하루일과에 시차를 두어 운영 ->

⑧

⑦

N
2층 평면도
축척 1:500

⑪

10m

대상 수상작 ’PAN-EPIDEIXI‘ 에 대한 작품 설명과, 작품을 구상하여
12
두개의 독립적인 수용동을 함께 배치하고

②

⑥
위로

④
⑨

지하1층 평면도
축척 1:500
0m

일반적인 일과시간 적용X
00

① 코어
② 업무처리실 및 조사.상담실
③ 수용거실
④ 옥상광장

① 코어
② 업무처리실
③ 조사.상담실
④ 진정실
⑤ 진료상담실
⑥ Dayroom
⑦ 화상접견실

(X-ray scanner)

② 직원탈의실
③ 직원샤워실
④ 직원체력단련실
⑤ 코어
⑥ 소장실
⑦ 사무실
⑧ 수용관리총괄사무실 및 종합상활실
⑨ 직원식당 및 직원강당
⑩ 직원침실
⑪ 선큰테라스

님

전통적인

감시자가 수용자 모두를 일방적으로 보는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폭력관계 형성

위로

오무열
백인기
최현성

15,000
13,000

10,000

7,500

도시의

맥락에

따라

복제되어

적합한

위치에 배치 -> 교도소는 도시의 인프라로
기능

인문철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형무소’에서 ‘교도소’로의

공모전 참가 후,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나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도관과 수용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미디어 등에 의해

그들을 담고 있는 교도소에 대한 ‘인식’은 그 변화에 상응하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정시설이 사회적

않습니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직 과도기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수용자, 교도관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형

5,000

2,500

0(mm)

-5,000

두개의 수용동공유공간을 둘러싼 기본 개념
유지 -> 배치될 대지의 형상에 따른 평면
형태 변형 가능

Panel no.2

▶ 대상 수상작 PAN-EPIDEIXI

그리고 그들을 담는 교도소의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글 이해석 기자

시민들에게 일부가 개방된 도심형 교도소입니다.

30 Thinkgood

첫회 공모전에서 ‘PAN-EPIDEIXI’ 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도기의 결말을 맺어줄 이곳은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뿐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건축, 교정시설을 탐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아니라 시민들과 교도관, 시민들과 수용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교도소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장소로 작용합니다.

그로인해 한 시대, 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곳은 수용자가 언젠간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고 품어야 하는

거치며 나오게 된 시민과 수용자, 교정공무원이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대상을 받게

구성원임을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용자 역시 사회와의 간접적인 소통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TIP. 공모전 도전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
“이 공모전에서 말하는 건축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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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S INTERVIEW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아 이 디 어

기 획

공 모 전

“환경몬 재미있게 키우면서
환경정보 알아볼까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수·상·자

9월 6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총 8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시상했습니다.

인·터·뷰

최우수상인 ‘환경정보, 환경몬과 함께 한눈에 쉽고 재밌게 알자’는 제안팀 석주·유진희 님을 만나
도전과정을 들어보았습니다.
▶ 최우수상, 아이디어 제안서

최우수상
석주·유진희

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되어 알아가는 기획으로, 모바일 세상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을

취업 준비를 앞둔 막막한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큼 달콤

가질수록 환경몬들이 모여 자신만의 녹색세상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작지만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며, 환경정보에 대한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필요했고 모두에게 열린 가능성이 절실히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꿈꿀 수 있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바람으로 환경
정보공개제도 앱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공모전 참가를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공부하다 보니, 제도에

1차 결과발표 후 PT심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대한 생소함이 녹색성장의 새로운 기반이 되는 환경 비전의 기회를

발표를 할 때마다 준비한 과정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발표

뺏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 탓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번 PT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이자 알아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다 친숙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가갈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뜸을 들이거나 제대로 요약하지 못한다면 쉽게 초과되는 시간이었

한다는 기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습니다. 남들보다 못하기에 당연히 더 노력해야 했고, TED나 대학
강연처럼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비슷하게라도 지금까지 한 걸

▶ ‘환경정보, 환경몬과 함께 한눈에 쉽고 재밌게 알자’는 앱 아이디어 제안팀 석주·유진희 님

수상작품에 대한 소개와 아이디어 도출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

다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며칠을 방에서 타이머를 재며 무한히

니다.

반복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은 “환경정보, 환경몬과 함께 한눈에 쉽고 재밌게 알자!”

그 결과 다행히 순조롭게 PT를 끝낼 수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에

라는 제목과 같이 환경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나만의 환경몬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발표는

캐릭터를 키워가며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잘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보를 지도화한 시각적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친근한

글 설성효 기자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모델이 되는 환경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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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몬’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캐릭터를 만들어 지속적인 접근과 공유를 유도하는 기획을 생각

공모전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 얼떨떨해서 우리가 맞는지 몇 번이나 다시 봤었습니다. ‘열심히만

하였습니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것인데, 커다란 성취감으로 결과가 돌아와 너무 벅차오릅니다.

아이디어 발상은 “누군가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가르쳐주는 가이드가

이번 수상은 환경몬 앱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즐겁게 봐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옆에서 응원해 준 가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어 매우 기쁘며, 감사합니다.

글만 나열하는 프롤로그 형식이 아닌 환경몬과 함께 내가 주체가

TIP. 공모전에 참가하는 많은 도전자들에게!
1. 주최사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을 가져보세요.
2. 비슷한 공모전의 수상작을 보며 감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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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태 아이디어!
국립생태원,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열린다.

서울교육 희망 메시지를 담아주세요!
서울교육청 희망 메시지 사진공모전, 서울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오는 11월 16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 참고 후 제안서 제출
•최우수상 1명(팀) 등 총 7명(팀) 선정

•11월 16일까지 공모전 진행
•PC와 모바일 전용홈페이지 접수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국민이 집적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태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생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1월 16일(금)까지 서울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 희망 메시지 사진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나 공모전 사이트

이번 사진 공모전은 서울교육의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사진 공모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관심과

(www.nie-idea.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평가기준으로는 주제적합성·실현가능성·필요성·창의성 등이며, 11월 16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2월 3일 당선작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교육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당선자는 총 7명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200만원으로 수상자 전원에게 국립생태원장상과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30만원을, 아이디어상 4명에게는 상금 10만원씩이 각각 수여된다.
국립생태원은 현재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평가(DMZ, 백두대간, 해안사구, 무인·특정도서, 외래생물 등), 생태계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평가, 멸종위기야생동물 복원 등 다양한 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생태연구를 주제로 처음 시도하는 국민제안인 만큼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주제는 내일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학생의 희망찬 모습과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의 모습 등
학교생활의 희망이 담긴 모습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작품 공모 및 접수기간은 10월 17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로 PC와 모바일 전용홈페이지(http://bitly.kr/YO0K)를 통해 휴
대전화 등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컬러사진 형태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enews.se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재 서울교육의 모습 속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광고·캐릭터 공모전 … 친근한 이미지 구축 나선다!

천안시, 천안의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 콘텐츠 공모

•10월 15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18개 작품, 총 상금 2,850만원
•2019년도 저축은행중앙회 광고 제작 참여 기회

•6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접수
•1인 최대 2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는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저축은행 광고·

천안시는 ‘흥 넘치는 천안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를 주제로 축제와 관광명소, 역사·문화, 미담사례, 스토리텔링 등 천안과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서민 생활 가까이에서 힘이 되는 저축은행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광고영상, 영상 스토리보드,

11월 15일까지 거주 지역,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직접

캐릭터 디자인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포스팅한 게시물에 한해 1인 최대 2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내부 선정 과정을 거쳐 총 18작품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최우수 1명에는 상금 100만원, 우수 2명에는 상금 각 70만 원, 장려 3명에는 상금 각 50만 원, 입선 4명에는 상금 각 20만 원을

총 2,85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을 시상한다.

시상한다.

광고영상, 영상 스토리보드, 캐릭터 디자인 총 3개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에게

이번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 공식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각 순위별로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자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 제작

(sweetbb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자세한 공모요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adfsb.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결과 발표는 12월 14일 공모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 : 02-6395-3121)

박승복 홍보담당관은 “올 상반기 1회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홍보 효과가 높고 양질의 콘텐츠가 다수 발굴되는 등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2회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해 천안시가 가진 무한한 매력을
널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 천안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 041-52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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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사업명 찾기 대국민 공모전

바나나 이름 짓고, 100만원 상금 타자!
스미후루코리아 바나나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진행

•10. 24. ~ 11. 18. 까지 접수
•항만재개발 사업명 대국민 공모
•총 상금 300만원 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오는 11월 11일까지 응모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들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8일(일)까지

프리미엄 과일 전문 글로벌 청과 기업 스미후루코리아가 11월 11일까지 바나나 브랜드의 이름을 짓는 ‘스미후루 브랜드

항만재개발사업의 새 이름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 되거나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주거와 비즈니스, 관광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바꾸는

이번 새로운 바나나는 필리핀 청정지역에서 자랐으며 키위같은 상큼달콤한 맛과 향이 특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범부처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이라는 명칭 때문에 해양수산부 단독 사업으로

100만원, 우수상 수상자(5명)에게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가 수여된다.

인식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의 이미지만 강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1월 18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
koreamof)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람당 1건만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기존 바나나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된 네이밍’, ‘상품 특징과 연관성이 큰 네이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미후루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스미후루 기프티바나나 온라인몰(www.스미후루기프티바나나.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미후루코리아 차승희 마케팅 팀장은 “매번 소비자 눈높이에서 나오는 공감대 높은 작품들이 기대이상으로 나오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올해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며,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장려상 10명(각 10만 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알림·뉴스 게시판→이벤트 및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전국 13개 항만, 19개 사업지에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사업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한편 스미후루는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를 골라 먹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 풍미, 풍미왕’·‘바나나의 왕,
감숙왕’·‘사과맛 바나나, 바나플’ 등 8종류의 프리미엄 바나나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 대형마트와 스미후루 기프티바나나
온라인몰(www.스미후루기프티바나나.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홍보 컨텐츠 공모전 개최
•11월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
•웹툰과 동영상 부문으로 진행
•개인 또는 4인이하 팀 누구나 참여가능

대한약사회, 제1회 의약품 부작용 보고 콘텐츠 공모전 실시
•11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콘텐츠 발굴 및 부작용 보고·관리 인식 제고
•수상작은 추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자료 및 홍보로 활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관련 약사·약대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정보전문사이트인 건강iN의 다양한 건강정보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참신하게 홍보할 수 있는「건강iN 홍보 컨텐츠 공모전」을 10월 24일(수)부터 11월 23(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강iN 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건강검진 정보 제공(건강검진결과조회 및
문진표 작성, ▲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진료 및 투약정보, 건강예측) ▲ 다양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병원찾기, 건강iN 매거진, 건강
뉴스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홍보 컨텐츠를 응모하며 개인 또는 4인 이하로 구성된 팀의 형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부문은 ▲웹툰 부문(7~8컷 이내의 스토리가 있는 만화), ▲ 동영상 부문(1~2분 이내, 500 MB이하의 직접 제작한 영상물)이며
「건강iN 홍보 컨텐츠 공모전 응모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 접수(접수처 : webmasterin@nhis.or.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당선작은 작품의 완성도, 전달성, 창의성, 대중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150만원) 1명(팀), 우수상(각 100만원) 2명(팀),
장려상(각 50만원) 3명(팀) 선정하며 당선 결과는 12월 11일(화) 건강iN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 또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iN의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건강정보 제공과 본인의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을

및 국민의 인지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1회 의약품 부작용 보고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약사 및 미래에 약사가 될 약학대학생과 의약품을
접하는 일반인에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약사·약학대학생·일반(약학대학생 제외 대학생 포함) 등 총 3개 부문이며 ▲동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에세이 및 자유
기고문 형태로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전 이벤트의 총 상금은 6백45만원으로, 11월 30일까지 이메일(kpa-okdrug@naver.com)을
통해 접수 받는다. 당선된 작품은 추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자료 및 홍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kpa-okdrug)를 참조하거나 전화(02-582-7896)로
문의하면 된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함과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리에 대한 약사회원·약학대학생 및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이 응모되길 기대하며, 당선작은 추후 건강iN 홈페이지 또는 공단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iN 홍보물로써 쓰이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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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시상식, 한글 체험행사와 진행

- 4,130점 작품 접수, 시민 참여 행사
- 10월 9일 한글날 청계광장서 열려
- 수상작&우수작 전시회 개최

▶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 단체사진

법무부

- 대상에 고려대 팀 수상
- 264개 팀이 참가 신청
- 11월 1일까지 과천 전시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공모전 시상식 완료

▶ 법무부(장관 박상기)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전체 수상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
수상작 및 우수작
청계광장 전시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과 우수작 전시가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렸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달

작품이 ▲우수상은 선문대 김동민, 손용운, 윤치호 학생팀의 ‘YOU-TURN’ 작품과

10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한양대 이유나, 김은지 학생팀의 ‘일상의 재사회화, 재사회화의 일상’ 작품이
▲장려상은 서울과학기술대의 정승현, 신영진, 이유진 학생팀의 ‘교화마루’

이번 공모전은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작품과, 성균관대의 류제헌, 김선환 학생팀의 ‘교정교정(矯正校庭)’ 작품이 차지

시상식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 단체부 등 수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사회친화적인 교정시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하였다.

진행되었다.

개최되었다.

이날은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글 엽서쓰기, 한글 명함 만들기, 한글 물타투,

공모 결과 264개 팀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적으로

수상작품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과천시민회관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

페이스페인팅, 한글 네일아트 등의 체험 부스와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해 많은

본상 6팀, 입선 9팀이 선정되었다.

이다.

이날 시상은 박상기 장관이 수상팀에게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했다.
대상(大賞)은 고려대 오무열, 백인기, 최현성 학생팀의 작품으로, 시민과 수용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1회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2018 한글날 예쁜 엽서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접수 받아 총 4,130점

그리고 교도관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참여 덕분에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며

작품이 접수 되었으며, 수상작과 우수작에 대한 연장전시는 10월 15일부터

교정시설 사이의 담을 허물려는 참신한 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교정시설의 설계 공모전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12월 9일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울 강남구) 로비에서, 오는 12월 1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세종시 어진동) 로비에서 열린다.

38 Thinkgood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시 모습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서울시립대 김종울림, 박찬범, 문주희 학생팀의 ‘헤어질 때,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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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 시상식 열려

- 환경몬 주제로 한 앱 아이디어 최우수상
- 최고상에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 환경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위한 초석 마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본부장(좌측)과 수상자 기념 촬영

교보문고

제6회 스토리공모전
수상작 시상 진행

- 올해 대상 수상작 ‘까막잡기~’
- 역대 15편 종이책으로 출간
- 6종 드라마 영화 판권계약

▶ 교보문고 제6회 스토리공모전 수상작 시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

또한 ‘에코에코’는 보상제도를 이용해 앱 사용자가 환경정보공개제도에 관심을

교보문고(대표 이한우) 스토리공모전이 올해로 6회를 거치며 처음으로 응모자

이외 다수의 스토리가 웹툰, 웹소설 분야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시상식을 지난 9월 6일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총 8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가질수록 행성을 가꾸고 키울 수 있게 게임요소를 더했으며 총 8개의 수상작들은

1천명을 넘기며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매체를 통해 공모전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상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앱 개발의 초석으로 활용된다.
1회 440명의 응모자 수는 불과 5년 만에 1,173명(응모편수 기준 1,363편)으로

이번 수상작은 구성의 완성도, 문장력, 대중성, 소재 및 주제의 참신성, 캐릭터

최우수상인 ‘환경정보, 환경몬과 함께 한눈에 쉽고 재밌게 알자’는 앱 사용자가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2.6배가 넘는 신장을 기록하였고, 수상작들은 출판 영화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

표현력 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스토리공모전 수상자에게는

‘환경몬’이라는 캐릭터를 키워가며 환경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기획해 환경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2016년도 기준으로 총 1,500여 개

지면서 스토리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상 2500만원, 우수상(중·장편/3명) 각 500만원, 우수상(단편/5명) 각 200만원씩

정보에 캐릭터와 흥미 요소를 접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급되며, 동화 부문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스토리공모전은 5회까지 총 60편의 작품이 발굴돼 그 중 15종이 책으로 출간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2개 팀 중 ‘EEE(Easy Environment for Everyone)’는 키워드를

남광희 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화 및 드라마 판권 계약 완료된 콘텐츠 역시 6개로 1회 수상작인 ‘싱글빌’이

교보문고 박동옥 스토리사업팀장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스토리

조합한 검색 방법으로 빠르게 환경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칭찬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기업과 기관들과 협력해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중국 후난TV에서 드라마로 방영돼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스토리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그 만큼 기회가 많아졌고,

코너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순위를 제공한다.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영화 드라마 웹소설 웹툰 등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독자 및
이 외 ‘마이 퍼니스트 레이디’, ‘순정복서 이권숙’,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

관객들에게도 볼거리가 많아졌다”며 “장르도 로맨스에서 역사판타지, 판타지

‘시프트’, ‘재워드릴게요’가 드라마 및 영화 판권을 계약했고, 빠르면 내년부터

로맨스, 최근에 대세인 추리/미스터리 장르까지 해마다 트렌드가 바뀌며 역동적으로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하고 있어 그만큼 시장이 풍성해졌다. 원천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스토리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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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할 것인가?
학교에 남을 것인가?
스스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 이야기
사회로의 첫걸음은 누구나 무겁고, 무섭습니다. 학생 신분은 이제
벗어나기 싫은 틀이 되었고, 학생을 벗어나야만 하는 요즘 청춘들은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요즘 청춘들은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춘들의 머릿속, 마음속에 쌓여 더 큰 두려움을 완성해냅니다.

취업이 언제 될지가 확실한 학생이 아닌 이상, ‘취업준비생’의

스무 살이 넘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고, 철없는 생각을 가진 몸만

타이틀은 그들이 버텨내기엔 버겁기만 합니다. 오래 가지고 있을

어른인 시기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되라는

수록 주위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사회의 명령이 떨어진 기분으로 대학생을 벗어나려 합니다.

불안감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인 4학년 2학기를

청춘에 대하여

늦추기 위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거나, 졸업 유예를

푸를 청, 봄 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대 후반에서

신청합니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하기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를 의미합니다.

위함입니다. 불안함에 대한 방패로, 또 가림막으로 청춘은 ‘학생’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즐겁고 밝으며 웃음이 가득한

이라는 신분 뒤에 숨길 원합니다.

시절을 떠올립니다. 지금 청춘인 이들을 부러워하고 좋을 때라며

대학생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회의 한 시선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중,고등학교 졸업과 달리 대학교 졸업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으로서의 기간을 늘리는 학생들이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러한 청춘은 왜 진짜 청춘인 이들에게는 마냥 푸르지 못할까요?

있습니다. 사회로의 첫걸음이며 더 이상 학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마냥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곤

청춘은 어쩌면 푸르기보다는 까맣고, 밝기보다는 어두울지도 모

했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어깨에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는

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대학교 졸업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마냥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생’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과정이며, 더 이상

졸업을 늦추는 이유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저 커 보이는 어른의 그림자만 눈에

우리는 지금 새벽을 살고 있습니다. 춥고 시리고 어두운 새벽은

어딘가에 대한 소속이 아닌 그저 본인 혼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휴학, 졸업유예 등 학생들은 졸업을 늦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담고 그 그림자의 크기만큼 커지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두의 하루에 꼭 있는 시간입니다.

출발선으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합니다. 휴학이나 졸업유예와 같은 제도가 모두 졸업을 늦추기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사회의 코앞에 서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나 있는 그 새벽을 조금 덜 춥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다가올

대학교 졸업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준비생’이라는 단계를

위한 장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진짜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아침은 오로지 따뜻하기만 하기를. 지금 여러분의 새벽 속에서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춘들은

여행, 아르바이트, 그 외 여러 상황들이 이유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현실이 어딘가 씁쓸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두툼한 이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 ‘휴학’이고, ‘졸업유예’

그 씁쓸함은 어른이라는 시기의 시작일지, 아니면 진짜 어른이

의무이자 숙제가 되어버린 취업.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졸업을 늦추기 위함이

얼마나 쓴지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일지 모릅니다. 이런 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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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each

▶ 동아리 부원 단체 사진

▶ 스터치 <study + teach>

●

▶ 직방과 협업하여 진행한 내부 공모전 진행 모습

▶ 자체 프로젝트 <보다’ 서울>

‘피키 캐스트’, ‘잡 플래닛’ 등 다양한 기업들과도 협업 프로젝트를

PR공모전을 비롯하여 총 46개의 수상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생광고 연합동아리

‘ADrenalin’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대학생들의 이야기는 계속됩
니다, 바로 대학생 연합광고동아리 ‘ADrenalin(애드레날린)’이 써나가는 스토리
입니다. 광고에 대해 가장 빠르고 치열하게 배우고 경험하는 젊은 열정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수상 전략이 있다면?

2018년엔 ‘직방’ 브랜드와 협업하여 내부 공모전을 열었고, 직방

●

마케팅팀에서 경쟁PT를 심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면 8~10개 조가 각각 프로젝트를

시상과 상금수여는 물론, 실무진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진행하고, 매주 디벨롭된 아이디어와 로직을 공개한 후 피드백을

있었습니다. 이번 기수에도 다른 기업과 협업하여 내부 공모전을

주고받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아리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학연합동아리 ‘애드레날린(ADrenalin)’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광고를 만들 때, ‘ADrenalin’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

무엇보다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열정으로 동아리원 모두가 중도에

●

아니더라도 최근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카테고리까지 다루고

인가요?

포기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ADrenalin’은 광고를 뜻하는 ‘Advertisement’와 흥분 호르몬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트렌드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결국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통해

점이 하나의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인 ‘Adrenaline’의 합성어입니다. ‘ADrenalin’은 세상을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크리에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자체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흥분시킬 광고호르몬이라는 슬로건 아래 젊고, 빠르게 역동적으로

●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ADrenalin은 서울시 도서관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티브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같은 꿈을 가진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연히 어렵다고

ADrenalin은 공모전 참여가 활발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고제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

아니라, 서울시의 숨겨진 지역명소들을 주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기간이 다른 동아리에 비해 짧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정해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쫒아가는 팁이 있나요?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시간 내에 많은 활동을 소화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모전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같은 꿈을

광고와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매번 자체 프로젝트를

동아리원 모두 큐레이터가 되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사람들에게

활발한 편입니다.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공유하고, 도전하면서 알아가는

진행합니다. 직접 찾아보기 힘들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다룰

공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험하기 힘든 기회였기에 색다른

또한 동아리 원들이 자율적으로 나가는 공모전 외에도 동아리 내에서

순간 꿈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순간부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험이었고, 광고제 진행 기간 내내 동아리 원 모두가 뿌듯해했던

최소한 한 공모전 이상을 나갈 수 있도록 매 기수마다 커리큘럼을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Drenailn PR팀은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

광고 동아리인 만큼 트렌드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 트렌드를

광고와 일반분야를 주제로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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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도전을 늦추는 것 보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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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를 꿈꾸게 된 계기는?
어릴 적 기억 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동네 아주머니가
‘넌 꿈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늘 ‘만화가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당연하게
만화를 그리겠다는 열정을 마음에 품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 캐리커처를 그리는 장영준 님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웹툰을 보면서
변치 않고 ‘만화가‘의 꿈을 키웠지요.
대학 입학 후 처음 습작을 해보면서 내가 만드는 또 다른 세계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플랫폼에 잠깐 연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캐릭터들에 독자들이 몰입해 준다는 사실이 참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후 더 많은 독자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연재했었습니다.

웹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여 그린 그림

▶ 웹툰을 연재하면서 그린 그림들

속에서는 동물이 말을 해도, 하늘이 갈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작용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고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없습니다. 오히려 작품 속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 속의 작은 요소까지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상상한 세상의 모든 것을 저만의 방식으로 연출할

영감이 떠오를 때면 그 순간의 오감을 기억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캐리커처를 그리게 된 가족이 완성된 그림 속 모습에 서로 공감하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과 배경을 정하기, 극 중 대사 쓰기, 화면의

장면, 순간의 향기, 흐르는 소리들을 전부 담아두려고 하지요.

좋아하는 모습, 얼마 전 찍었던 가족사진과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는

첫 번째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툰

구도와 앵글을 정하기 등의 전반적인 무대를 연출하는 것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혼자서 만들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 오기 전 다퉈서 서먹했던 자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장난을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은?

그림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사실, 그림을 매개로 소통이 이루어

웹툰의 무한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의 상상이 감각할 수 있도록 연출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꾸준히 습작하는 중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진다는 것이 뿌듯했고 이는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고 따뜻한

저의 상상 속에 함께 이입하여 공감해준다는 것, 웹툰의 가장 큰

그림을 그려왔고 현재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림을

응원이 되었습니다.

매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있습니다.
웹툰 독자의 주된 층을 이룰 세대의 아이들과 생각이나 감정을

■ 아웃캠프족
대학생 웹툰 작가 장영준 학생
어렸을 때부터 한 꿈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상상을 그림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경험과 열정으로
자신만의 작품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웹툰연재 활동,
오픈 캐리커처 그려주기, 미술교사 등 프로 웹툰 작가를 향해
도전하는 장영준 학생(24)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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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모습 등 다양한 광경을 보며 그림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감을 얻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유하는 것 역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안에서도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혼자서 꿈을 간직하기 보다는 함께 나누는 것이 좋고, 혼자 그 길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호기심을 자주 갖습니다. 그 호기심을 풀어가는

또 제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최근까지도 하고

구축해 나가기보다 가능한 한 협력하고 서로를 복 돋아주며 길을

과정에서 영감을 자주 얻습니다.

있는 것이 바로 캐리커처를 그리는 것입니다.

트고, 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또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롯데월드, 코엑스 등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며 사람들과

배가 되고 힘든 일은 절반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풍경과 소리가 영감으로

그림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상과 꿈이 현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글 김수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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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능력이나 신용거래 내역 등을 기반으로 이자율과 대출
기간이 결정되는 형식입니다. 상환불이행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증권형(지분투자형)은 이율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이나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회사는 아직 IPO, 즉 기업공개(상장)를 하지 않는 기업이기에
여러 위험이 따릅니다. 우선 거래는 장외거래를 통해 해야 하며,
기업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투자하면,
이후 회사가 상장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high risk, high return’인 셈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배경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와디즈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업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자금조달

▶ 약 4억의 펀딩을 완료한
유튜브 채널 ‘크림히어로즈’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수익실현 이전 단계의 초기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엔젤투자 또는 창업
혹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한 번쯤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다양한 제품
들이 있습니다. 실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상품은 물론 공연, 프로젝트, 어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투자나 창업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세계를 소개합니다.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영역과 유사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 수단
기업은 총 5가지의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단계, 성장
단계, 성숙단계, 안정성장단계, 구조조정단계 등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모한 상품들은 주로 초기 창업가나

형태입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각 단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들이 만든 상품입니다. 시장가치는 충분하지만, 자금과 인식의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에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해

창업단계의 경우 주로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과 정부지원금,

부족으로 시장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보했기에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독특하면서 내 일상을 윤택하게 해줄 아이디어와 상품을 찾는다면,

창업단계에는 일명 ‘Valley of Death’라는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 연 5%의 수익 ‘(주)어반플레이’의 채권 펀딩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바로 창업의 90%가 망한다는 말이 이 기간에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2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4가지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숙단계에서는 KONEX에 등록한 증권을 코스닥으로 옮겨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 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 혹은

나뉩니다.

이 기업들은 성장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들은 민간부문 대출을

거래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코스피로 진출합니다.

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후원형과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

받거나 IPO를 하게 됩니다. 즉,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커졌을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 중개기관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 기술의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을 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나 가능하기에,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발전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된 자금 수요자들이 크라우드

한편 대출형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가

우리나라에 있는 3가지 주식시장 중 가장 소규모 기업들의 증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해 성장해야합니다.

펀딩 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의 한

이루어지는 금융으로, ‘P2P금융’이라고 합니다.

거래되는 KONEX에 등록하고 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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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에 빠져 창업,
‘추억을 소통해요! ’
전주 고사동에 위치한 전주 최초의 버블티 카페 ‘HEI BUBBLE’. 유행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번화가 사이에서 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업베테랑인 젊은 청년창업가 유지윤 대표를 만나
창업스토리를 보았습니다.
▶ 다양한 보드게임

▶ 카페 내부

▶ 손님들이 보드게임하고 있는 모습

▶ 일하고 있는 유지윤씨

▶ 헤이버블 사진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에는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또 자본금을

그러나 막상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해 지치게 되는

맞추려다 보면 유동인구가 너무 적은 장소들이어서 꺼려졌었어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정말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창업이 있다면 그 분야에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고
시작하는 것을 꼭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카페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제 취미가 보드게임이라 보드게임을

카페 운영 시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하나 둘씩 구매해서 카페에 전시해 뒀었어요. 저의 개인적 취미를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창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양한 서비스업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전체가

서울에 올라가 일하던 중 우연히 ‘버블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결합시킨 것이지요.

저는 카페를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단골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중 마침 전주에는 아직까지 버블티 전문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데 전시되어있는 보드게임에 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손님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 후 창업에 도전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고, 한 번 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래 카페가 잘 운영되다 보니 고등학생 때부터 단골로 오던 손님들이

하나 둘 준비해서 결국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창업에 성공하게

그래서 보드게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저희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또 졸업해서

되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페 테마로 적용하게 되었지요.

취직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
같아요.

버블티 판매뿐만 아니라 보드게임도 할 수 있는 카페라고
들었는데요. 보드게임 카페 콘셉트를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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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자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이 카페가 단골손님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기 위해 노력할거에요.

현재 청년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다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처음에는 저희 카페도 다른 카페와 마찬가지로 그냥 음료만 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한 유행에 따라 변하는 카페가 아닌 고유의 맛을 기억하는 음료를
만들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글 공수연 에디터

청년들이 창업이라고 하면 많은 환상을 가지고 발을 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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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대학교 정문

▶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5’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홍콩대 편입
홍콩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세계대학 평가 기관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학생이 편입하려면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있는데, 여러 명과 같이 생활하는 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성적, 영어 성적을 제출하고 원래 다니고 있던 대학교의 해당학과와

교통 : 홍콩은 해가 진 뒤에 나가도 위험하지 않을 만큼 아주 안전한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학점인정을 받은 후에 편입으로 인정

나라입니다. 교통수단 역시 잘 되어있어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수

됩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형을 통해 합격한 후, 기존 대학에서의 학점을

식사 : 홍콩에서는 한화로 4000~5000원 정도면 카페에서 맛있는

인정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과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싶다면

필요한 성적으로 IB이수는 30점 이상, TOEFL은 최소 93점,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발표한 아시아 대학랭킹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 바로 홍콩대학교입니다.

IELTS는 6.5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무리 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독특한 편입방법과 홍콩에 대해 소개합니다.

추가적으로 교환학생 선발 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토플 성적을

인기 예능프로그램 따라서 홍콩 즐기기

요구하며 토익은 학교 교칙상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홍콩을 즐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고, 다양한 유명 명소가 많이
있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방법은 가장 먼저 시티투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홍콩대학교 갈까?

공존하며 2년 코스의 로스쿨 석사인 LL.M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홍콩라이프, 알고 도전하자!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콩대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 되었고,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공으로는 건축학부, 인문학부, 경영학부, 치의학부, 교육학부,

홍콩에서의 생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숙소와

또한 아쿠아루나 선상 크루즈는 낮과 밤 시간에 예약을 하면 보다

있습니다. 1911년에 설립되었고, 외국 몇몇 대학들과 더불어 아시아

공학부, 법학부, 의학부, 자연과학부, 사회과학부 총 10개의 학부가

교통, 식사 등에 대해 키워드별로 체크 해 볼까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홍콩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국식

최고 수준의 대학교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숙소 : 대학 기숙사는 가장 일반적이고 비용까지 저렴한 숙소입니다.

전마선이고 좋은 자리에서 빛의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

숙소에 드는 비용으로 1년에 HK$10,000~17,000 정도를 예상하고

문화유산 투어도 추천합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는 고등공립 교육이고 문과로 인해 학교가
명문학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홍콩대의 법학부 및 대학원은

입학과 편입의 과정은?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영국식 법학교육 체계로 법학부와 로스쿨이

홍콩대의 편입절차는 다른 대학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입학절차와

경우에 따라서 1인실과 2인실 이상의 다인실 중 선택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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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재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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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기업의 사회공헌은 잘만 하면 그 규모와 파급력 면에서
사회적으로 훨씬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사회공헌 JOB수다

말이 나온 김에,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

기업 사회공헌 분야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해당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세요. 유명
대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회공헌 업무를 별도의 팀이 아닌
홍보, 마케팅 등 대외소통 부서의 업무로 편입시켜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사회공헌이 성격 상 ‘홍보’와 ‘마케팅’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공헌이 별도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부 등 그 상위의 부서는 결국 홍보 또는 마케팅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본부’ 산하에 ‘사회공헌팀’이
있는 형태인 것이죠.

본인이 사명감을 느끼는 분야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교육 중에서도 농산어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사회공헌을 어느 부서에서

교육이냐, 중장년 세대 교육이냐 등등 특정 분야에 대해 관심과

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그러한 사회공헌이 해당 회사의 홍보

사회문제 해결 의지가 느껴지는 분야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

볼 것을 권합니다.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사회공헌’ 메뉴나, 보도자료 검색을 통해서
전반적인 리뷰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현직자들도 매일 매일 관련 분야의 신문을 스크랩하고, 학술
행사에 참여하고, 논문을 보는 등의 공부를 지속한답니다. 전문가가

두 번째, 프로젝트 총괄운영의 경험을 쌓으세요. 많은 일이 그렇겠지만

되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사회공헌 활동도 하나의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공헌은 분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일견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기에 ‘진정성’이라는 특별함이

프로젝트 안에 모든 과정을 담고 있어 기업 운영의 ‘축소판’이라고도

더욱 요구되는 자리.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족한 자리. 그러나 그 누구보다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뜻깊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 기업 사회공헌. 이 매력적인 분야로

제가 맡고 있는 한 프로그램의 사업설명회 날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보람 있는 일에 열정을 쏟고 싶어 하는

끝나고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불쑥 나타나 제게

젊은이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큰 개념으로 보면 영리

이러한 역량을 쌓기 위해 공모전, 해외탐방 등 스스로 기획부터

인사를 했습니다.

기업의 CSR팀, 재단, NGO, 사회적기업 등 사회공헌 분야에도

결과까지 관리해 볼 수 있는 ‘PM’의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은 영역이 있는데, 제가 만난 대학생들은 이 중에서도 기업의

될 것입니다. 사회공헌 프로모션 대행사나 각종 단체로 취업하여

CSR 활동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실전 경험을 쌓은 뒤 기업으로의 이직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저도 선생님처럼 사회공헌 일을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입사하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비영리 부문의 인턴십 등도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공헌을 하는 곳이라면 비교적 큰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니

어떻게 사회공헌 일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직접

직장인으로서 혜택도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을 테고, 그러다

세 번째, 해당 기업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연구하세요. 일반의 직장

찾아왔다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분야로 진출했을

보니 일종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사회공헌 부문에도 나타나고

생활보다 조금 더 진보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공헌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비난할

돈과 그 돈을 집행하는 나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또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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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려는 대학생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글 제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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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지 님

길거리의 포스터와 간판 등 다양한 이미지나 낙서 속에서도 스마일 마크는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원종현 님

친구와 소풍을 가기 위해
김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 있네요.

생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일 마크 적용사례를 찾아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모티콘은 다운로드하여 무료배포 가능하도록 씽커 여러분들에게 공유됩니다.

초콜릿일까요?
아이스크림일까요?
달달함을 느낄 수 있는
스마일 아이스크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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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광 님

●대

맛있는 음식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숟가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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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경 님
약속장소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만난 스마일이
담긴 간판입니다.

▶ 박정호 님
화창한 하늘과 어울리는
스마일인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멈춰서 잠시
바라봅니다.

▶ 류재용 님
시험공부하다 친구가 그려준
스마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야겠어요.

▶ 최소린 님
길을 밝혀주고 있는 스마일
등입니다. 피식 웃음이 나게
만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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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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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함께

예술하세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모전

나만의 멋진 작품으로 창작공모전에 도전해 보세요.

글짓기나 콘텐츠 공모전 분야도 좋고
그간 취미로만 생각했던
미술, 사진, 웹툰 공모전에 도전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는 평소 꾸준한 습작과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새해에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죠!

올 가을 씽굿과 함께 다양한 창작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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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2018. 12. 1 발행)에 게재하고자하는 공모전 주최사는 공모전 기획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홍릉 과학 클러스터 공공디자인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시상 내역
부문

공간 디자인

Poster image

시설물/시각
디자인

구분

시상수

시상내역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장려상

3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소계

5

1,100만원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

상장 및 상금 50만원

소계

5

600만원

10

총 1,700만원

합계

※ 제세공과금(6.6%) 수상자 본인 부담

응모 일정
- 작품접수 : 2018년 8월 1일~11월 16일 16시
- 당선작 발표 : 2018년 12월 14일 16시
- 시상식 및 전시회 : 2019년 1월 10일~1월 31일(시상식 1월 10일)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변경 가능

제출 방법
- 제출파일 : JPG, JPEG 파일(10MB 이하)

응모 자격

- A2 사이즈(420mm×594mm) / 가로, 세로형 모두 가능

- 일반인(만 18세 이상) 및 대학(원)생

※ 최종 수상자 원본파일(A2 사이즈, ai, psd 등) 제출 필수

※ 개인 또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의 팀

접수 방법
응모 주제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오래된 미래, 홍릉 과학 클러스터”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rcluster.kr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인 홍릉연구단지를 과학기술, 문화예술, 첨단산업 등이
융합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홍릉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유의 사항
- 타 공모전에 제출되었거나 이미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 또는

응모 부문(선택)

기타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발표된 아이디어 등 타인의

- 대상구역을 대표하는 공간 설계 및 시설물 디자인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한 작품, 공모전의 제반 규정과 조건을

(건축, 디자인, 환경·경관 분야 등)

•공간 디자인 : 구역 내 일부/전체를 활용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등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

•시설물/시각 디자인 : 다양한 시설물(입간판/담장/가로등 등)
디자인 등
※ 대상구역(선택)

- 홍릉단지 중 ① 회기로 일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문 ~ 종암대교 전),
② 화랑로 일부(6호선 상월곡역 4번 출구 ~ 직진 250m)

60 Thinkgood

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334-9044

2018 지방재정 정책제안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관:한
 국지방재정공제회
후원:행
 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학회

시상 내역
- 총 시상금 1,600만원 (총 23편 이내 선정)
구 분

Poster image

정책아이디어

정책연구논문

열린혁신 아이디어

편수

상금

편수

상금

편수

상금

최우수상

1

100

1

300

1

100

우수상

3

50

2

150

1

50

장려상

6

30

3

100

4

30
[단위 : 편, 만원]

※ 적격한 수준이 없을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작의 수준을 고려하여 훈격은 조정될 수 있음

[수상자 특전]

① 지방재정

정책아이디어 및 열린혁신 아이디어 분야 수상자 특전
: 최우수상 수상작의 경우‘지방재정’지에 게재하여 소개
② 논문 분야 수상자 특전
: 최우수상 수상작의 경우, 『지방재정논집*』에 무심사 등재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임)

: 우수상 수상작의 경우 선별하여‘지방재정’지에 게재

제출 방법
- 공통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신분을 증명할 서류” 1부
① 대국민 정책아이디어 분야 : 제안요악서(1p), 아이디어

응모 부문 및 자격
- 아이디어 분야 : 지방재정에 관심있는 전국민 (공무원* 포함)
- 정책논문 분야 : ‘지방재정’분야를 연구하는 신진학자
※ 신진학자 기준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의 연구자로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제안서(6p)
② 정책연구 논문 분야 : 논문투고 작성양식요건을 갖춘 논문
(25p내외)

③ 열린혁신 아이디어 분야 : 제안서 (2p)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3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연구자 (박사과정 대학원생 포함)
※ 참가 형태는 단독 및 공동 참여 (최대 3인까지 가능)

응모 주제
-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신진학자 정책연구논문 분야
: “지방재정제도·지방세제·지역경제”와 관련된 참신한 연구 논문
-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회 열린혁신 아이디어 분야

접수 방법
- 논문 및 정책아이디어 접수
: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lofaidea.com) 접수
- 열린혁신 아이디어 접수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iu/main/main.do) 활용
※ 공제회 홈페이지 : www.lofa.or.kr
※ 국민생각함 -> [메뉴]정부생각 -> [메뉴]공공기관에서 접수

: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 정부·지자체·국민과의
협업 아이디어 등

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사무국 : T. 02-334-7005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8. 9. 3 (월) ~ 11. 9 (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부
: 02-3274-2045, shchi@lofa.or.kr
(월-금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62 Thinkgood

- 가로형

2018 저축은행 광고·캐릭터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저축은행중앙회

시상 내역 (총 상금 2,850만원)
구분

Poster image

광고영상

영상 스토리보드

캐릭터디자인

대상(각 1팀)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각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각 1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각 3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시상규모 및 내역은 주최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수상자에 대한 특전]

- 영상광고,영상스토리부문은 2019년도 저축은행 영상광고
제작시 참여 기회 제공
- 캐릭터부문은 저축은행 대표 캐릭터 제작시 참여 기회 제공

제출 방법
※ 출품작수 : 개인 및 팀당 분야별 3편까지 가능
※ 동일분야 내에서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습니다.

[광고영상]

- 영상규격 : 1 ~ 2분 이내
- 유튜브에 업로드 후 URL주소로 접수
※ 업로드 시 제목 : [저축은행 공모전] 참가자(팀) 명_작품제목
※ 엔딩 크레딧에 음원 출처 반드시 명시
※ 1차 심사통과작품에 한해 원본 파일 (.wmv, .mp4, .avi) 필수 제출

응모 자격

[영상 스토리보드]

-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재학생/휴학생)

- 출품규격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캐릭터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재학생/휴학생)

- 컷수에 제한은 없으나 30초 이내의 스토리 보드로 작성할 것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구성으로 신청 가능

※ 제공되는 양식으로 제출시에만 작품으로 인정함

[캐릭터디자인]

응모 주제

- 출품규격 : A3 사이즈 / 해상도 : 300dpi

- 분야 : 광고영상, 영상 스토리보드, 캐릭터디자인

- 파일형식 : jpg, jpeg, png

- 생활 가까이에서 힘이 되는 저축은행의 가치 표현
- 저축은행에 어울리는 창작 캐릭터 디자인

※ 수상작은 원본 파일(.psd 혹은 .ai) 필수 제출

- 기본형 1종, 응용동작 3종, 캐릭터 소개

응모 일정

심사 방법

- 접수 : 2018년 10월 15일(월) ~ 11월 30일(금)

-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대중성 등 평가

- 1차 심사 : 2018년 12월 3일(월) ~ 12월 10일(월)
- 2차 심사 : 2018년 12월 12일(수)
- 발표 : 2018년 12월 14일(금)

유의 사항(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adfsb.or.kr) 참조

- 시상 : 2018년 12월 21일(금)
※ 상기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2-6395-3121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adfsb.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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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00 ~ 18:00 운영(주말 및 공휴일 제외)

2018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장년을 위한 사업아이디어 및 캘리그라피 공모전
“4060, 그대에게!”
SPECIAL 공모전

주 최 : 보건복지부

주 관 :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Poster image

시상 내역
부문

시상(인원)

사업아이디어
(8)

최우수상(2)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상금 각50만원

우수상(5)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상금 각30만원

입선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별도 부상 수여

대상(1)

대상(1)
캘리그라피
(10)

내역
보건복지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상금 50만원

최우수상(2)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상금 각30만원

우수상(7)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상금 각20만원

입선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별도 부상 수여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10월 01일(월) ~ 11월 18일(일) 24:00

응모 자격

- 결과발표 : 11월 마지막 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 공모는 팀 응모가능(최대 3인)

접수 방법
- 중앙자살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이메일 접수

공모 분야
[사업아이디어]

- 중장년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아이디어

(spcec@spckorea.or.kr)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공모작과 함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고

[캘리그라피]

- 중앙자살예방센터 캠페인 문구 「괜찮니?」

문의 사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메시지

- 중앙자살예방센터 대외협력팀 담당자

※ 공모분야 선택가능. 다수 작품 출품가능
※ 캘리그라피는 두 가지 작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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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ec@spckorea.or.kr / 02-2203-0053, 내선405)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국립생태원

Poster image

제출 방법
구분
아이디어 제안서

분량

형식

A4용지 3매 내외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은 국립생태원 및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nie-idea.com)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심사 기준
구분

심사기준

1차 심사

주제적합성 및 참신성 등

2차 심사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

응모 자격
- 생태연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의 사항

※ 팀으로 참여 시, 최대 5인까지 참여 가능

- 응모과제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응모 주제

있습니다.

- 생태를 주제로 한 연구 아이디어(국민참여 또는 국민제안)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을

시상 내역

- 응모과제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고려하여 시상을 가감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아이디어상(4명)

상장 수여
상금100만원

상장 수여
상금30만원

상장 수여
상금10만원

※ 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절이 확인될 경우 시상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응모 일정
- 2018년 10월 16일(화) ~ 11월 16일(금)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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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운영사무국(02-6395-3127)

2018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한국전력공사


Post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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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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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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양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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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주 관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Poster image

제출 방법
- 출품규격
구분

형식요건

영상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플래시, 뮤직비디오 등

음악

주제가, 동요, 대중가요 등

●
●
●

●
●

●

웹툰, 카드뉴스 등

●

해 상 도 : 1,280×720pixel이상
재생분량 : 5분 이내, 파일용량 500MB 이내
파일형식 : avi, mpeg, mp4, wmv
재생분량 : 3분 이내, 파일용량 500MB 이내
파일형식 : mp3, wma, wav
해 상 도 : 300dpi 이상
파일형식 : jpg, 5컷 이상

미술
●

포스터 등

●

해 상 도 : 300dpi 이상
파일형식 : jpg

※ 수상 시 원본 작업파일(AI, PSD, Project 등) 제출

시상 내역
응모 자격

- 총 10,000천원

-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구분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출품가능

- 공모 부문 : 영상·음악 부문 / 미술 부문

응모 주제

한국저작권위원장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저작권 인식확산

계

작품 수
대

시상내역
영상·음악

각 1점

200만원

150만원

최우수상

각 1점

150만원

100만원

우수상

각 2점

100만원

50만원

장려상

각 2점

30만원

20만원

총 12점

총 610만원

총 390만원

2.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

※ 제출된 작품 수와 수준 등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경 될 수 있음

응모 일정

[시상 혜택]

- 접수기간 : ’18. 11. 5.(월) ∼ 11. 12.(월) 15:00까지

접수 방법

구분
공통

내용
- 전문가 법률 상담 등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연계 지원 등
- 기타 수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jcopyright.or.kr)

문의 사항

- 출품수 : 1인 또는 팀당 공모 부문별 3개까지 가능

-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세부 설명서, 작품 파일
※ 작품 파일명은 ‘공모부문_신청자명(접수일자)’ 형식으로 제출
예시) 영상_홍길동(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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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9-6991

미술

상

2018 생명나눔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Poster image

시상 내역
구분

웹툰

UCC

통합대상(1)

포스터

200만원

최우수상(3)

100만원

100만원

우수상(3)

50만원

50만원

70만원
50만원

장려상(3)

30만원 (1)

30만원(1)

30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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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방법
부문

UCC

응모수량

1인(팀)당 1작품

제출규격
- 파일형식 : avi, wmv, mp4
- 해 상 도 : 1280x720pixel이상
- 제 출 물 : 동영상파일
-분
량 : 1~3분 이내
※CI로고반영필
※엔딩크레딧삽입필(음원출처)

응모 자격

웹툰

1인(팀)당 1작품

- 생명사랑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추후 원본파일 제출 필

-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포함 3인 이내)
포스터

1인(팀)당 3작품 미만

응모 주제
함께하는 생명나눔! 실천하는 자원봉사!
- 헌혈,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시신기증 등의 다소 무거운
주제를 기꺼이 기증이 가능한 활동임을 알릴 수 있는 내용

- 해 상 도 : 300dpi
- 파일형식 : hwp
-분
량 : 4컷 이상 완결본
- 출품규격 : 4절 또는A3(297×420mm)
가로,세로 상관없음
※ 컴퓨터그래픽 작품(300dpi/jpg, jpeg, png) 가능

- 시리즈물 가능

※ 추후 원본파일 제출 필

접수 방법
- 홈페이지 : www.ggvc-contest.com

- 한 벌 나눔, 한끼 나눔 등과 같이 일상 속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내용
- 그림, 노래, 음악 등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눔으로서

유의 사항
- 홈페이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 해 주세요.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등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활 속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09.21.~ 2018.11.14. 자정까지
- 결과발표 : 11월 중순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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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334-7005

KB디지털 멘토링! 국민은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SPECIAL 공모전

주 최 : KB

국민은행

Poster image

응모일정
- 접수 기간 :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1월 23일
※ 단, 신청접수는 11월 23일(금) 23:59까지 접수작에 한함

- 예선 심사 기간 : 2018년 11월 30일(금)
- 예선 결과 발표 : 2018년 12월 6일(목) 총 15팀 선발
(공모전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본 심사 기간 : 2018년 12월 14일(금)
- 시상 일시 : 12월 14일(금)

시상 내역
- 총 15팀 (상금 총 2,000만원)
종합대상

1팀

주제

대학부
최우수
1팀

우수
2팀

고등부
최우수
1팀

우수
2팀

특별상

2팀

중등부
최우수
1팀

우수
2팀

초등부
최우수
1팀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 이웃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제출 형식

-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등 소프웨어 개발에 관심 있는

- 완성된 소프트웨어 또는 시제품(임베디드)과 개발 계획서

누구나 참여 가능!
- 개인 또는 팀(자유 구성)

(PPT 또는 PDF 16:9 가로형)

- 공모신청서 파일명 양식 : (팀명)프로그램명.hwp
- 프로그램 형식 : 모든 개발 프로그램 가능 (C언어, JAVA,

접수 방법

파이썬, 스크래치(중등 이하 가능) 등)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다운 후 이메일 접수
(www.kbsccoding.com)

문의 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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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팀

2018 학교스포츠클럽대회 UCC 및 수기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대한체육회

Poster image

응모 주제
- 2018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동 모습
* 대상종목 : 2018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3개 종목
정식종목 19개

넷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야구(연식), 족구, 줄넘기, 창작댄스,
축구, 탁구, 티볼,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킨볼, 치어리딩

시범종목 4개

검도, 국학기공, 프리테니스, 에어로빅(힙합댄스)

시상 내역
- 종목별 시상 : 당선작 표창 및 상금 수여
구분

공모분야

시상 편수

시상 내역

수기

3편 또는 6편
(초·중·고 각 1편 또는 2편)

각 상장 및 부상 (20만원상당)

동영상

3편 또는 6편
(초·중·고 각 1편 또는 2편)

각 상장 및 부상 (20만원상당)

수기

3편 (초·중·고 각 1편)

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영상

3편 (초·중·고 각 1편)

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종목별
우수상

응모 자격

대한체육회
최우수상

[ UCC(동영상) ]

- 개인 : 초·중·고교 재학생
-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팀(4인 이내)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10월 29일 (월) ~ 11월 30일 (금) 18시까지

[ 수기 ]

- 개인 : 초·중·고교 재학생

접수 방법
- 공모전 접수페이지(www.학교스포츠클럽대회공모전.com)에서

(출품개수) 최대 1개 종목에 대해 동영상, 수기 각 분야 1개씩 제출 가능

접수

응모 분야

문의 사항

- UCC(동영상), 수기

- 공모전 운영 사무국 02-334-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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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소셜영화제 1분 1초
SPECIAL 공모전

주 최 : LG전자,

LG화학

Poster image

시상 내역
- 총 상금 3600만원 (49개 팀 시상)
- 초/중/고/대학생 각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발
* 상세 내용은 LG소셜캠퍼스(www.lgsocialcampus.com)에서 확인

응모 일정
- 작품 응모기간 10월 15일(금) ~ 11월 20일(화) 자정까지
- 예선

심사 11월 21일 (수)~23일 (금) 122팀 선발,
23(금)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지)
- 본선 심사 11월 23일 (금)~12월 2일 (일) 공개 투표 진행,
61팀 선발 (심사위원 심사 80%+대국민 투표점수 합산 20%),
12월 4일 (화) 결과발표
- 페스티벌 (영상 시청 & 시상식) 12월 8일 (토)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제
- 우리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

접수 방법

-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나 / 우리의 다짐

1. 유투브(www.youtube.com) 에 업로드

-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일상 속 실천 모습 및 아이디어

2. URL 복사 후 ‘LG소셜캠퍼스’ 사이트 접속

- 사회적 경제를 친구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재미있는 아이디어

(www.lgsocialcampus.com)

3. 접수하기 페이지에서 ‘접수하기’ 버튼 클릭
4. URL 및 기타 제출정보 작성 후 제출

응모 자격
- 더 나은 삶에 관심이 있는 초, 중, 고, 대학생 누구나
* 개인 OR 4인 미만 팀으로 참여가능

문의 사항
- 운영사무국
02-2138-2018 / lgsocialmovi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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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방부 일러스트 공모전
SPECIAL 공모전

주 최 : 대한민국


국방부

시상 내역
상격

상금

선정인원

상

3,000,000원

1명

최우수상

1,000,000원

2명

우수상

500,000원

3명

장려상

300,000원

5명

입

200,000원

10명

대

Poster image

선

※ 시상규모 및 내역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상작 활용]

- 2019년 국방부 콘텐츠로 활용
- 공모전 시상식 당일 수상작 전시
※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그라폴리오 - 콜라보레이션’페이지 참조

제출 방법
- (사이즈) A4 사이즈 (72dpi) 가로 세로 상관없음
- (파일형식) jpg, jpeg, png
- (원본제출) 수상작에 한해 원본 파일(ai 혹은 psd) 제출
※ 시상식 당일 수상작을 A3 사이즈(297×420mm/300dpi)로 출력 후 전시될 예정

접수 방법
응모 자격

- 네이버 그라폴리오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네이버 개인 ID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작품 업로드 시

응모 주제

- 업로드 시 태그 영역에 #국방부 #국군 #일러스트 태그 필수,

작품명과 작품 설명 필수 기재
- ‘우리 국군을 그리다’

그 외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태그를 입력

: 내가 꿈꾸는 국군의 모습

- 1인당 3편까지 작품 응모 가능

: 독립군, 광복군의 숭고한 독립정신

※ 콜라보레이션의 취지(주제와 무관 또는 광고, 타인 작품 도용 등)에 맞지 않는

: 국군과 함께하는 사계절

응모작은 보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러스트로 표현

심사 방법
응모 일정

- 심사위원 투표점수(70%) + 그라폴리오 회원 투표 점수(30%)

- (접수기간) 11.1.(목)~12.3.(월)

- 심사기준

- (투표 및 심사기간) 11.1.(목)~12.11.(화)

: 주제 적합성, 구성과 표현, 활용도, 창의성, 완성도

- (발표) 12.12.(수)
- (시상) 추후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

유의 사항(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그라폴리오 - 콜라보레이션’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 사항
- 공모전 운영 사무국 : 02-639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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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일·러·두·기
분류별 공모전의 시행일정·주제·시상내역 등은 온라인 Thinkcontest.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응모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24 리브랜딩 1주년 고객감사
대국민 공모전, 나의 어머니
주최:

제1회 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

이마트24

2018년 산사랑 사진 공모전

주최:대
 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건강iN 홍보 컨텐츠 공모전

한국산지보전협회

주최:

주 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응모 자격

응모 자격

응모 주제

응모 자격

- 만 19세 이상 가능 (등단작가 제외)

1) 약사 2) 약학대학생 3) 일반 (약학대학생 제외 대학생 포함)

국내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산사랑 의식을 고취시키는 작품
- 국내 아름다운 산, 숲과 이를 즐기는 사람을 나타낸 작품

-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로 구성된 팀)

응모 주제

응모 주제

- 각종 숲체험 및 산림사업을 나타낸 작품

응모 주제

-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야기

1) 약사

- 산림과 임업을 나타낸 작품 등

- 건강iN 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건강관리

: 환자와의 의약품 부작용 상담에 대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

시상 내역
- 종합 1등 : 500만원 (1명)
- 분야별 1등 : 100만원 / 분야별 1명 (총 3명)
- 2등 : 10만원 / 30명
- 3등 : 1만원 모바일 상품권 / 100명
※ 2등 이상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경험 등을 담은 자유로운 글
2) 약학대학생, 3) 일반 (약학대학생 제외 대학생 포함)
: 부작용 보고와 관련된 동영상(UCC), 역할극, 상황극, 홍보
활동 영상
: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한 포스터, 카드뉴스
: 의약품 부작용 경험 및 상담에 대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
: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응모 일정

시상 내역

1) 건강검진정보 : 본인 및 자녀 건강검진결과 조회, 문진표 작성
인원

2) 개인 맞춤형 정보 : 본인 및 자녀 진료·투약정보, 건강예측

대상(산림청장상)

상장 및 부상 200만원

1명

3)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 : 병(의)원 찾기, 건강iN 매거진,

우수상

상장 및 부상 50만원

2명

장려상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3명

입선

상장 및 5만원 상당의 상품

25 명

구분

시상내역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독려하는 형태의 자유로운 글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10.12 ~ 11.30
- 발표기간 : 2018.12.14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20일 ~ 11월 20일 18시

- 2018년 10월 1일(월) ~ 11월 30일(금)

- 결과발표 : 2018년 11월 30일 (한국산지보전협회 홈페이지

제출 규격

발표 및 개별통보)

- 영상 : 1분이내 동영상 (mp4파일 / 400MB 이내)

제출 방법

- 수필 : A4용지 5장이내 (크기 12p, 줄 간격 160%)

1) 동영상 : 자유형식의 UCC (avi, mpeg, wma, mov 등 범용성

- 사진 : JPG 파일 (3,000*2,000px 이상, 5MB 이상)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실행 가능하여야 함),

제출 방법

3분~5분 이내 일반 고화질

- 2,000×3,000(pixel) 이상의 JPG 형식

접수 방법

2) 포스터 : A2 사이즈 (420×594 mm),

① 이마트24 앱 회원을 가입해 주세요.
② 응모분야별

형식으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상장(공통)

대상자

1명(팀)

2명(팀)

3명(팀)

상금

15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장

※ 작품 수준 및 참가자 수에 따라 시상내용 달라질 수 있음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18.10.24.(수) ~ 11.23.(금) 18:00까지
- 당선작 발표(예정) : 2018.12.11.(화), 건강iN 공지사항 게시

(PDF, PPT 등 응모서식 외 파일형식 제출 불가 )

및 개별연락

제출 방법
[ 웹툰 부문 ]

3) 카드뉴스 : 900×900 (px) jpg 또는 png,

- 한 파일 당 10MB 이내

- 7~8컷 이내의 스토리가 있는 만화(웹툰)

8~15장 이내의 밀어보기 형식

- 입상 시 원본파일 제출

[ 동영상 부문 ]

- 흑백, 컬러 제한 없음

- 1~2분 이내의 직접 제작한 영상물

- 사진보정 시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 파일 형식 : avi, mov, mp4, wmv

4) 에세이 및 자유 기고문 : 국문 A4 5매 내외, 한글(HWP) 2007 이상,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60%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본인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한정)에 해시태그
(#이마트24 #이마트24공모전)를 입력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문의 사항

(단, 수필은 해시태그 공유 제외 가능)

-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02)582-789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블로그를 참고
(blog.naver.com/kpa-okdrug )

- 해상도 : HD급(1,280×80) 이상

- 작품 색상 보정은 가능하나, 이미지 형태 수정 및 합성 불가

접수 방법
접수 방법
- 한국산지보전협회 홈페이지 접속 (www.kfca.re.kr)
- 공지사항에 해당 게시글 확인

- 제출서류 : ● 건강iN 홍보컨텐츠 공모전 응모 신청서 1부
●

홍보 컨텐츠 응모작(이미지 파일) 1부 ※ 웹툰 부문만 해당

- 이메일 접수(접수처 : webmasterin@nhis.or.kr )

- 접수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

1) 웹툰 : 웹툰 이미지 파일과 신청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lovesansarang@kfca.re.kr

2) 동영상 : 개인 유튜브 계정에 전체공개 후 업로드 후

※첨부파일 : ①접수서류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③사진

88 Thinkgood

시상 내역

- 1 인당 최대 4작품 접수 가능

파일형식 jpg 또는 png (해상도 300 dpi 이상)

(emart24app@daum.net )

③ 이메일

제출 시 이마트24 앱 회원 아이디 및 성명 정보를

- 시상식 및 전시회 : 2018년 12월 중 (추후 홈페이지 공지)

건강 동영상 및 건강 뉴스 등

신청서 이메일 접수

Thinkgoo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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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 강의 경진대회

기획/아이디어

09.21~11.09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기념사업회

2018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정신함양을 위한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

기획/아이디어

10.30~11.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예방 콘텐츠(PPT)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08~11.07

법무법인 법승

법승공모전, 제4회 법무법인법승 당신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기획/아이디어

10.20~11.20

베스티안재단

세상을 안전하게, 사람을 아름답게

기획/아이디어

08.20~11.16

보건복지부

2018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아이디어 및 캘리그라피 공모전 4060,
그대에게!

기획/아이디어

10.01~11.18

부산광역시,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제8회 부산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09.17~11.16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CJ

CJ 신소재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04~11.14

서원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인쇄소공인들을 위한 문화상품개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07.06~11.19

아산사회복지재단

2018년 대학(원)생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전

기획/아이디어

10.19~11.22

(재)독도재단

제 2회 K-독도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18~11.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JDC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018

기획/아이디어

10.22~11.11

(주)고팔

제1회 고팡앱 콘텐츠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12~11.27

(주)플레이타임그룹

제1회 플레이타임그룹 놀이기구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15~11.25

(주)하이원추추파크

2018 ChooChoo-Festival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15~11.14

주식회사 마스카

2018 마스카 아트 콜라보레이션 공모전 Play with MASKA

기획/아이디어

10.01~11.30

접수기간

주식회사 엔퍼

아트인블록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기획/아이디어

11.01~11.14

10.01~11.30

폴로랄프로렌코리아 E&E

Bring Your Own POLO 패션 리폼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19~11.07

한국남부발전(주)

2018 KOSPO 정보전략실 모바일 서비스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01~11.30

2018

공모전 분류별 일람표

광고·마케팅
주최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공모명
제1회 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

분류
광고/마케팅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시민영상전 공모

광고/마케팅

07.13~12.31

은평구청

제2회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

광고/마케팅

09.10~11.0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09.17~11.18

저축은행중앙회

2018 저축은행 광고·캐릭터 공모전

광고/마케팅

10.15~11.30

2018 K-청년창업 콘텐츠 공모대회 조직위원회

2018 K-청년창업 콘텐츠 공모대회

기획/아이디어

11.21~11.23

08.28~12.31

EO GSEA KOREA

EO GSEA KOREA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 창업경진대회

기획/아이디어

08.27~12.17

10.15~11.18

JDC

JDC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아이디어

10.01~11.13

kaid(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LG전자, 퍼시스,
LG U+

2018 PINUP CONCEPT DESIGN AWARDS

기획/아이디어

10.15~11.20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홍보UCC 국민참여 모집

UCC/영상

09.10~11.0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홍보 컨텐츠 공모전

UCC/영상

10.24~11.23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UCC/영상

10.01~11.20

(주)파크랜드, (사)한국마케팅학회, (사)한국의류학회
한화토탈
TVCF

제3회 파크랜드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광고/마케팅

2018 한화토탈 대학생 광고 공모전

광고/마케팅

제 11회 서울영상광고제 Young Creative Awards

광고/마케팅

10.04~11.19

디자인

UCC·영상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대전광역시 서구청

제2회 대전서구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디자인

09.12~11.11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작품 공모전

디자인

09.14~11.07

디자인소리

Asia Design Prize

디자인

09.03~12.31

(주) 에어필립

2018 에어필립 캐릭터, 유니폼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10.16~11.12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청암상 상패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10.10~11.07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2018 영호남 문화예술박람회 공모전 (우린 친구야~)

UCC/영상

08.13~11.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년 제2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카드뉴스 공모전

디자인

10.01~11.11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친구영화제

UCC/영상

08.13~11.11

호원대학교, K-Fashion 창의인재양성사업단

2018년 제3회 K-Fashion Design Contest

디자인

11.19~11.23

2018 일사일터 노동자영상공모전

UCC/영상

09.20~11.09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홍릉 과학 클러스터 공공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08.01~11.16

LG유플러스 X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2018 LG유플러스 UX센터 신입사원 채용연계 공모전

디자인

10.15~11.20

BCU X 부산언니TV 영상 콘텐츠 창작 공모전

UCC/영상

10.17~11.18

LNA

LNA 제7회 신발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UCC 공모전

UCC/영상

10.01~11.09

STYLISME(스틸리슴)

STYLISME 디자이너 모집 공모전

디자인

10.22~11.25
08.13~12.31

방송통신위원회
사단법인 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코스웬콘텐츠(주)
서울시
섬김과나눔 더진국

더진국 UCC 공모전 ‘show me the 진국’

UCC/영상

09.17~11.30

여수시

2018 여수관광 홍보 UCC 이벤트

UCC/영상

10.05~11.16

올캔서

제1회 올캔서 캔!포메이션 공모전

UCC/영상

09.10~12.2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영상 공모전

UCC/영상

10.15~11.18

제주항공

여행대전2탄 영상제작 참가팀 모집

UCC/영상

10.19~11.09

(주)또가배

대학생이 만든 초중고학생쌤 영상 UCC공모전

UCC/영상

10.23~11.30

천안시청

흥 넘치는 천안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

UCC/영상

06.15~11.15

투존치킨

투존맛탱 치빵 SONG CONTEST

UCC/영상

10.22~11.2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횡성숲체원 UCC 공모전

UCC/영상

10.22~11.23

기획·아이디어
주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립생태원

90 Thinkgood

공모명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대국민 생태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분류

접수기간

기획/아이디어

10.22~11.15

기획/아이디어

10.16~11.16

Thinkgood 91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11.05~11.12

씨드컴퍼니

서울 청년센터 THE BEGINNING OF LEARNING ‘나’를 배우다

체험/참여

10.10~11.30

UCC/영상

10.15~11.14

아이쿠스

1달간의 유럽여행+어학프로그램+안녕코리아축제 모집공고

체험/참여

09.13~11.30

UCC/영상

11.01~11.30

캄보프렌드

2018~2019년 동계방학 해외봉사활동 지원자 모집

봉사활동

09.01~19.03.31

BNK경남은행 투유뱅크 송 UCC콘테스트

UCC/영상

10.15~11.18

KB증권

제4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

체험/참여

10.08~11.30

LG 소셜 영화제 1분 1초

UCC/영상

10.05~11.08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2018년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휴대폰 상시수거 UCC 동영상 공모전

환경재단

'물과 사람' 60초 영화제

BNK경남은행
LG화학, LG전자

UCC/영상

캐릭터·만화·예체능

사진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캐릭터디자인 공모전

캐릭터/만화

10.23~11.18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숨은 보물찾기 사진영상 공모

사진

01.02~12.2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SNS 콘텐츠 공모전

캐릭터/만화

09.19~11.11

광주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사진

10.22~11.23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캐릭터 공모전

캐릭터/만화

11.01~11.3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2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진 콘테스트

사진

03.05~11.20

마스카

Play with MASKA

예체능

07.03~12.31

국립중앙과학관

2018년 제2회 자연사 사진공모전

사진

10.01~12.20

문화체육관광부

2018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캐릭터/만화

11.01~11.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의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사진 공모전

사진

10.17~11.25

바바아트

나는 화가다 학생 국제 전시회

예체능

09.19~12.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교육 희망메시지 사진 공모전

사진

10.17~11.16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2018 전국 청소년 만화/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캐릭터/만화

09.01~11.30

한국산지보전협회

2018년 산사랑 사진 공모전

사진

09.20~11.20

주식회사 크래프토리

웹툰공모전 '월간토리 1회'

캐릭터/만화

10.25~11.24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UCC·웹툰 공모전

캐릭터/만화

10.01~11.16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논문·리포트

기타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ZEUS와 함께하는 연구장비 활용사례 공모전

논문/리포트

10.22~12.10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더아이엠씨

제2회 텍스톰 논문 공모전

논문/리포트

08.27~12.31

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

2018 경기대학교 크라우드펀딩 캠프

취업/창업

10.18~11.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 지방재정 정책제안 공모전

논문/리포트

09.03~11.09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2018년 겨울학기 플랜트 취업교육생 모집

건축/건설

10.23~12.0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KEI 국제 환경 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전

논문/리포트

08.27~11.07

기본소득 대구네트워크

기본소득 슬로건 지어주고 깨알소득 받자!

네이밍/슬로건

10.16~11.23

물리치료하는 사람들 단체

제1회 올해의 물리치료사

장학(금)재단

10.01~12.24

(사)한국모형항공과학협회

제 13회 전국청소년 모형항공기대회

과학/공학

10.29~11.1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건축/건설

10.12~11.23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장애인 나들이 버스 명칭 공모

네이밍/슬로건

10.15~11.14

스미후루코리아

스미후루 바나나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네이밍/슬로건

10.11~11.11
10.04~12.28

문학·수기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국제신문, (사)충·효·예 실천본부

충·효·예 전국 글짓기 공모전

문학/수기

10.05~11.09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제 2회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게임개발 공모전

게임/소프트웨어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문학/수기

08.01~11.16

특허청

2018 서울국제발명전 통역 자원봉사 모집

전시/페스티발

10.04~11.07

대한두통학회

2018 대한두통학회 환자 대상 수기 공모전

문학/수기

09.03~11.30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취업/창업

02.28~12.31

두산백과 두피디아 지구촌 여행기

2018 두산백과 여행기 공모전 <여행, 더하기 소확행>

문학/수기

10.15~11.16

한국창업마케팅사관학교

창업마케팅 전문 강사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 1기

취업/창업

10.14~11.19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올해의 칼럼니스트 문화예술 칼럼 원고 모집

문학/수기

08.27~11.30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정책네이밍 대국민 공모전

네이밍/슬로건

10.24~11.18

월간문학 한국인

월간문학 한국인 제26차 창작콘테스트

문학/수기

10.11~12.10

KB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게임/소프트웨어

10.01~11.23

이마트24

이마트24 리브랜딩 1주년 고객감사 대국민 공모전, 나의 어머니

문학/수기

10.12~11.30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지역특화스토리텔링(창작스토리) 공모전

문학/수기

10.02~11.29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문학/수기

10.10~11.09

3.1문화재단

제3회 3.1운동 새로 읽기 공모전

문학/수기

10.01~11.10

씽굿 공모전

가이드북 배부 안내

Thinkgood·대학문화신문사에서는 11월부터 진행 되는 공모전 정보들과 당선 전략 및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을 담은

월간 공모전 가이드북 11월호를 발행 합니다.

체험·참여·봉사활동·해외

● 배부처 : 전국 300여 대학(교)  (2년제 전문·특수대 포함)

주최

공모명

분류

접수기간

공블러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대외활동 너나공 59기 모집

체험/참여

10.22~11.07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제 10기 기자 모집

체험/참여

10.15~11.11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제5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모집

체험/참여

06.01~12.31

서울문화재단

SNS 유명 여행작가 ‘청춘유리’와 함께하는 여행 토크콘서트 참가자 모집

체험/참여

10.24~11.10

92 Think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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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시작되는 주요전시장의 전시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전시장과 주최사의 일정상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서울 aTcenter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

·CECO 창원컨벤션센터

·부산 BEXCO 전시장

·KINTEX 한국국제전시장

·COEX 전시장

서울 aTcenter

11.08~11.11

킨텍스, 에스비에스플러스

031-995-8072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14~11.16

행정안전부

044-205-4188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11.14~11.16

행정안전부

02-780-7717

2018 국제봉제기계&섬유산업전시회

11.14~11.16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02-2284-0022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11.14~11.16

기상청

031-995-8242

메가쇼 2018 시즌2

11.15~11.18

메가쇼(megashow)

02-6677-3477

인사이드 핀테크 컨퍼런스 & 엑스포 2018

11.29~11.30

주식회사 킨텍스

031-995-8074

김대중컨벤션센터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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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아트광주 2018

11.15~11.18

광주광역시

062-611-2223

KBC 건축박람회

11.29~12.02

KBC

062-611-2223

부산BEXCO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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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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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제15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11.08~11.10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02-511-1540

2018 G-세라믹페어

11.08~11.11

경기도

031-887-8221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11.20~11.21

문화체육관광부

02-2186-9050

2018 정화예술대학교 드림페스티벌

11.21~11.21

정화예술대학교

02-6916-3123

CECO 창원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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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경남지식재산 페스티벌

11.09~11.09

특허청, 경상남도

055-210-3083

2018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11.15~11.18

경상남도, 창원시

055-249-8022

청년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채용박람회

11.23~11.23

고용노동부, 창원시

070-4322-5296

2018 항노화산업박람회

11.23~11.25

경상남도, 창원시

055-265-6401

KINTEX 한국국제전시장

www.kintex.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KINTEX 문의 (031)810-811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시니어 리빙&복지 박람회

11.08~11.10

주식회사 킨텍스

031-995-8048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11.08~11.10

중소벤처기업부

042-48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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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리아 렌탈쇼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2018 산학협력엑스포

11.07~11.09

교육부, 부산광역시

02-3445-1513  

2018학년도 부산직업교육박람회

11.08~11.10

부산광역시교육청

051-860-0365  

2018 부산뷰티페어

11.09~11.10

부산광역시

051-740-7543  

2018 키퍼런스

11.10~11.10

블록체인포럼

051-740-3516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

11.15~11.18

(사)한국게임산업협회

02-3477-2716  

2018 제20회 부산국제차공예박람회

11.22~11.25

(주)메세코리아

051-740-7705  

2018 부산국제식품박람회

11.22~11.25

부산MBC, (주)메세코리아

051-740-7709  

2018 제2회 부산건축박람회

11.23~11.25

(주)동아전람

02-780-0366

2018 제2회 부산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

11.23~11.25

(주)동아전람

02-780-0366

COEX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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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전시일

주최기관

전화

제17회 서울카페쇼

11.08~11.11

엑스포럼, 월간커피

제6회 국제세라믹/신소재전

11.14~11.16

(주)한산마케팅연구원

02-588-2487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11.15~11.17

코엑스

02-6000-1108

2018 무인이동체시스템산업엑스포

11.15~11.17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코엑스 푸드위크 / 서울디저트쇼

11.28~12.01

㈜코엑스, 더바이어

02-6000-6719
(국제: +82-2-6000-6687)

02-6000-8084
(국제: +82-2-6000-1393)

02-6000-8147
(국제: +82-2-6000-8126)

Thinkgood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