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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중국 자매우호도시
그림·영상 공모전
2022.7.22.(금)까지
참가자격 : 경상북도 및 5개 중국 자매우호도시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매우호도시 : 허난(��)·산시(��)·후난(��)·닝샤(��)·지린(��)
 
 
☆ 공모주제 ☆
아래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주제를 사용하여 응모
①한중수교 30주년 축하 ②우리지역 문화 소개
③내가 보는 한국 ④내가 보는 중국
※ 2개 부문 중복 참가 가능, 중복 수상 불가(1개 부문만 시상)
☆ 공모분야☆
- 분야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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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가. 그림 분야 ①손그림 : (4절지 394 * 545mm) 8절지(272*394mm)
                     캔버스 6,8,10,12호
                     ※ 자유형식(수채물감, 유화, 크레용 등)
                  ②디지털 그림 : 포토샵, 일러스터 등 활용, A3(297*420mm)
                  ※ jpg, jpeg, png 등, 해상도 300dpi, 10MB 내외
나. 영상콘텐츠 : 분량 1-2분이내, 해상도 1920 * 1080 FHD, 
                      크기 1GB이내, 포맷 mp4·avi
 
 
☆ 접수방법 ☆ 우편(손그림) 또는 이메일(영상·디지털그림) 제출
 ○ 접수처 : 38118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 이메일 : gbkorea30@naver.com
 ○ 접수기한 : 2022.7.22.(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서류 : 작품 원본,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상작 발표 ☆ 2022.8.12.(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전시기간 : 2022.8.19.(금) ~9.12.(월) 예정
 ○ 전시장소 :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1층 전시실
 ○ 시상식 : 2022. 8월 중
 
☆ 접수시 유의사항 ☆
1. 그림 : 1인 2작품 응모 가능  영상 : 1인 1작품
 ※ 단, 영상은 팀을 구성하여 제작 및 참여 가능
 ※ 한·중 팀 구성 시, 가산점 부여(ex. 경상북도&후난성 학생)
2. 손그림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그림 뒷면에 부착하여 우편 제출
3. 영상·디지털그림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 제출
 
 
☆ 시상내역 ☆
- 그림 분야 
* 대학부,학생부: 대상 각1명(70만원), 최우수상 4명(각 30만원), 우수상 8명(각 15만원), 입선 20명(참가기념품)
* 영상분야 :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1명(6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입선 5명(참가기념품)
※ 모든 수상자에게 상장 및 참가기념품 수여
※ 그림분야 :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은 각각 4개 부별 평가(초·중·고·대학부)
※ 시상내역은 참가인원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엑스포대공원 홈페이지(www.cultureexpo.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콘텐츠운영팀 전화 : +82-54-740-3031 이메일 : gbkorea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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