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BU 사진공모전
《4인 4색 Friendships in KBU》

□ 목적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학업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선후배 간 유대를 돈독히 하여
코로나19 우울감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공모전 세부사항
구분

A트랙

B트랙
Open your *EYEs

공모주제

학교 안에서 싹트는 우리 우정

(당신 안에 젊음의 생기를 깨워라!)
* EYEs : Energetic, Young, Enjoys를 뜻함

공모내용

‘학교 안에서의 우정’을 주제로 촬영

생동감 있고 활기찬 모습을 촬영

촬영장소

교내로 한정

제한 없음

• 홍보와 관련하여 온라인(홈페이지, SNS게시 등)과 오프라인(복제, 배포, 전시,
수상작
활용방안

홍보책자, 달력, 벽화 등)에서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 중 일부는 일립관 6층 「로뎀나무 아래」옆 계단실 벽면에 포토프린팅
(벽화)을 할 예정임
* 수상작 활용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참여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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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공모일정

(접수) 2022. 4. 12.(화) ~ 5. 17.(화) 오후 3시까지 / 복음관 1층 학업지속지원팀
(심사발표 및 시상) 2022년 6월 중(추후 공지)

응모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은 누구나
1. 4~8인이 1개의 팀을 이룬다.
* 1인 최대 2개 팀까지 중복참여 가능
* 1개 팀이 A트랙과 B트랙에 중복참여 가능

2. 학업지속지원팀(복음관 1층)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물 제출용 폼보드를 배부
받는다.
응모방법

3. 사진 1컷 당 4인 이상의 팀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총 4컷의 사진을 결과물
제출용 폼보드에 부착한다.
4. 공모 마감일까지 제출받은 폼보드에 결과물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5. 수상작은 다음 규격의 사진 원본을 제출해야 함
- 2,000 × 3,000(Pixel) 이상의 JPEG형식(다른 형식은 제출 불가)
- 파일크기는 최소 2MB이상으로 흑백, 컬러 제한 없음
- 작품의 색상은 보정이 가능하나, 이미지 형태 수정 및 합성은 불가함
심사위원회 점수(50점) + 재학생 스티커 점수(50) + *가점(5점)

심사방법

* 가점 : 팀 구성 시 장애학생,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만학도가 팀에 속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함

시상내역

구분
대상

선발팀수
A,B트랙 각 1팀씩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A,B트랙 각 1팀씩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장려상

A,B트랙 각 3팀씩

상장 및 상금 20만원

1. 응모자는 사진 촬영 시 초상권 등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2.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대학은 홍보와 관련하여 온라인
유의사항

(홈페이지, SNS게시 등)과 오프라인(복제, 배포, 전시, 홍보책자, 달력, 벽화 등)에서
수상작을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출품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3. 출품 상황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학업지속지원팀 02.95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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