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상 속 자원봉사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별별(別別)자원봉사”안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일상생활 속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콘텐츠(사진, 수기, 그림)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1. 응모자격 : 충북도민 누구나
2. 공모분야 : 3개 분야(사진, 수기, 그림)
3. 공모내용(주제)
자원봉사를 통해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의 일상 속 “별별 자원봉사”
분야
사진

수기

그림

공모내용
자원봉사활동 현장의 생생함과 따뜻한 나눔의 모습을 담은 사진

예) 내 생애 첫 자원봉사의 추억, 자원봉사 현장의 순간포착 사진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 소감, 감동사연이 담긴 수기

예)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변화된 이야기, 자원봉사를 계속하게 된 계기 등
자원봉사 활동 모습 및 의미‧가치를 표현한 그림(그림, 웹툰 등)

예) 자원봉사활동이 표현될 수 있는 그림,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그림

4. 제출형식
분야

제출형식
ㅇ 1인당 2점 까지 가능
ㅇ 사진용량 20MB 이하, 최소 2000×1500픽셀 이상 (※ 3200×2200픽셀 이상으로 권장)
ㅇ 포맷: jpg 또는 jpeg

사진

ㅇ 합성 ‧ 조작 ‧ 변형사진 및 사진속성(정보)가 없는 경우 응모 불가
ㅇ 본인이 촬영한 작품
ㅇ 사진촬영 시기 : 2017년 ~ 2019년
※

촬영일자 확인 불가능시 접수 불가, 추후 촬영시기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아날로그 사진은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1인당 1점까지 가능
수기

ㅇ A4용지 2매 이상
ㅇ 작성형식: 글자크기 16Point, 줄간격 160%
ㅇ 파일형식: hwp(붙임 서식 준용)
ㅇ 1인당 1점까지 가능

그림

ㅇ 형식 : 수작업 그림, 엽서,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자유롭게 표현
ㅇ 원본그림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접수기간 : 2019. 10. 1.(화) ~ 11. 8.(금)
6.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도센터 홈페이지(http://www.cb1365.net)에서 다운받아 신청)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이메일 : (cbnanum@hanmail.net)
·방문 또는 우편 : (285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1층
7. 시상내역
구 분
합 계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인원
20점
1점
3점
6점
10점

금 액
각
각
각
각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 응모 단체 수 및 프로그램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결과발표 : 2019. 11월 중 예정
9. 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상 : 2019. 12월 중, 충청북도자원봉사대회시 시상

10. 유의사항
- 공모분야는 중복신청 가능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음
또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초상권,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작품 제출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
센터에 귀속되며,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을 중복 제출 불가, 추후 발견시 무효 처리
- 사진공모의 경우 본인이 촬영한 작품이 아닐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처리
또한, 사진속성(정보)가 남아있어야 함
- 그림의 경우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에 한하며, 표절, 도용, 모방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처리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1. 문 의 처 :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043-225-1365)

[붙 임]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